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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고는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이 한국 연극계에 미친 영향, 구체적으로는 

극단 문화에 만들어낸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폭력 폭로로 촉발된 미투(#metoo)

운동은 법조계와 정·재계에 이어 문화예술계로 확산되며 한국 사회에 큰 파

장을 불러일으켰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극계의 문화와 제도 전반을 성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

었다. 미투운동 과정에서 공연예술계에 작동하는 강한 위계질서와 특유의 

집단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형성되었던 만큼, 미투운동이 실

제 연극인들의 상호관계와 작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투운동 이후 극단 차원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민간 청년 극단 S의 연극 실천을 탐구하였다.  

극단 S의 단원들은 경쟁적인 공연예술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 

단위로 단합하여 연극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추구해왔다. 즉 

극단원들에게 극단은 연극계에 아직 자리잡지 못한 청년 연극인들의 집단적 

계층 상승을 위한 도구적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미투운동 이후, 단원

들은 극단의 도구적 측면보다도 보호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

며 관계의 서정성 또한 강화되는 양상을 띤다. 현재 극단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접착제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로 

중요하게 추구되어야 할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미투운동이 촉발한 위험의 감각은 극단원들의 안전 욕구를 추동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기성 구조를 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대안적 공

동체 이상을 세우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체적 이상의 실천은 극단

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사법적 성격의 규범을 세우고 이를 강화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지침서라는 문서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극

단의 규범은 피해자 중심적 윤리를 강조하며 상처와 고통에 엄격하다. 극단

원들간 관계에서 상처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

침서가 다루는 대상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그 내용은 세분화된 형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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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왔다. 단원들은 평등하고 안전하며 서로에게 진솔한 공동체를 지향하지

만, 극단에서 작동하는 규범들은 구성원들의 행위를 구속함으로써 이들이 

지향하는 진솔한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중심적 윤리는 극단 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의 예술적 진정성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연극을 통해 솔직한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기를 원하며, 이

는 연극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 여겨진다. 단원들은 극단에서 중시되는 피해

자 중심적 윤리에 따라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집단에서 

추구되는 윤리적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때 진정한 스스로를 마주하는 과정

은 공동창작이라는 극단의 제작 방식을 통해 집단적으로 실천된다. 단원들

은 서로를 반성적 성찰로 이끄는 촉매제이자 반성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극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성’과 

겹쳐지면서 ‘내가 나를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마주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연극의 창작과 수행은 ‘우리’의 틀 안에서 

‘나’를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더 진정하고 윤리적인 것으로 

만드는 의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미투운동이라는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들이 자신을 둘

러싼 공연예술계 환경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변화를 위한 여러가지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천들은 예술이 창작되는 환경

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진정성의 가치와 의미를 재구성하

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미투운동이 성폭력 가해자 

고발을 넘어서 공연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계기이자 공연 제작 

현장 전반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한국, 미투운동, 연극공동체, 사회성, 진정성, 청년세대 

학   번 : 2020-2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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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질문 

 

본고는 민족지적 현장연구를 통해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이 연극계에 미

친 영향, 구체적으로는 극단 문화에 만들어낸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폭력 폭

로로 촉발된 한국의 미투(#metoo)운동1은 법조계와 정·재계에 이어 문화예

술계로 확산되었다. 2  이전에도 문화예술계에서는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

그 운동3을 통해 성폭력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8년 미

투운동을 계기로 거장이라 불리던 인물들의 성범죄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며 

이는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화예술 장르 중에서도 연극 분야

에서는 교수 및 유명 연출가와 배우들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졌으며 이는 

 

1 한국에서의 미투운동은 2006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2017년 이후 해시태그(#metoo)

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된 미투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을 공

개적으로 고발하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1980년대 이래로 꾸준히 있어왔

다(권김현영 2019).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공연예술계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기까

지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성폭력 

사실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폭로하였다. 2월 11일 연극배우 이명행의 과

거 성추행 사실이 SNS로 폭로되자 그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출연 중이던 연극

에서 하차했다. 2월 14일 연희단거리패 대표 이윤택의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었고 2

월 20일 극단 목화 대표이자 서울예대 교수 오태석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권김현

영 2019: 38; 김옥란 2018: 182).  
2 뉴시스 “'미투' 문화예술계로 확산..."2차 피해 막자&연대하자"”  

2018.02.06 (2022.05.22 접속)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206_0000223351&cID=10701&pID=10700 

3 2016년 10월 소셜 네트워킹 공간을 중심으로 성폭력에 대한 고발 운동이 일어났

다. 10월 17일 트위터에서 처음으로 #오타쿠_내_성폭력 해시태그가 만들어졌고 이

는 문학계, 영화계, 미술계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산되었다(부산문화예술계 반성

폭력연대 20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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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계를 넘어 한국 사회에 큰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다.4 성폭력 가해자

로 고발된 이들은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이어오며 시사성 강한 작품으로 대

중과 평단, 관객으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아왔기에 그 파장은 더 컸다.5 

미투운동 이후로 공연예술계에서는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제도

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성폭력 고발이 이

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고 100일간 문화예술분야 전담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했다.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2018년 시작되어 

2020년까지 36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했다.7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필수 지원조건으로 내걸었다. 8  법률 

분야의 변화 또한 가시적이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정신적, 신체적

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권리보장 내용을 포함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9  이와 더불어 예술인의 권리침해 사례를 유형화

 

4 연합뉴스 “공연 엎어지고 극 수정하고…'미투' 확산에 후폭풍맞은 공연계” 

2018.03.05 (2022.05.2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4047100005 
5 여성신문 “미투 이후, 건강한 예술계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 

2018.10.08 (2022.05.22 접속)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99 

6 SBS “문화예술계 '미투' 특별 조사단 가동…성폭력 진상조사”  

2018.03.08 (2022.05.22 접속)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56995&plink=ORI&cooper=NAV

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7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2020.04.22 (2022.05.2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2069900005 
8 뉴스 1 “"예술단체장 성폭력 연루돼도 단체까지 지원 배제 안 해",” 

2018.03.08 (2022.05.22 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3255434 
9 법률저널, “[시행법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 

2019.01.07 (2022.05.22 접속)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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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변영건 2019; 이종승 2021).10  

관(官) 차원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民)차원에서의 실천적 움직임 또

한 가시적이었다. 이윤택에 대한 성폭력 고발 이후 연극인들은 자발적인 긴

급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 ‘페미니스트 연극인 

모임’이라는 두 개의 연대체가 결성되었다(김신록 2018).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공연예술인들의 연대체’ KTS 워킹그룹은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

(Chicago Theatre Standards)11를 본보기 삼아 공연 제작 환경에서 지켜져야 

하는 지침을 담은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orea Theatre Standards, 이하 

KTS) 선언문을 집필, 배포하였다.12 관객들 또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극·뮤

지컬 관객 위드유(#with_you) 집회를 개최하며 공연예술계의 변화를 지지했

다.  

여성학자 정희진(2019)이 미투운동의 핵심사안이 위력(威力)이라는 점

을 지적했듯이, 공연예술계 성폭력은 단순히 젠더 문제가 아니라 위계적이

고 폐쇄적인 공연예술계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신록 2018; 구

자혜 2018; 김태희 2019). 공연예술업계 종사자 3,663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활동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에 따르

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주변사람(예술인)의 성폭력을 목격하

거나 전해들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

에 대해서는 80.7%가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꼽았으며 58.4%

 

10 법률저널,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  

2021. 09. 16(2022.4.25 접속)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2928  
11 미국 시카고 연극계에서 배우들과 연극 관계자들이 만든 자치규약으로 연극이 만

들어지는 과정에서 연극인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다, “‘지도’를 받고 ‘지배’는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2019. 7. 10. (2021.06.13 접속), https://www.ildaro.com/8502  
12 KTS 제작은 2019년 2월 CTS (Chicago Theater Standard)의 코디네이터 로라 

피셔의 방한 워크숍 이후, 필요를 느낀 창작자들이 워킹그룹을 결성하면서 시작되

었다. 이는 1년 반 동안의 자료 조사와 스터디, 토론과 집필 과정을 거쳐 2020년 9

월 배포되었다(정진세 20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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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연예술계의 엄격한 상하관계’, 48.5%가 ‘인맥, 학벌 중심의 공연예술계 

고용 관행’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투운동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성

폭력 실태가 공연예술계의 고용, 근무 환경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을 드러낸다.  

공연예술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희곡의 형태로 각색해 만든 성

폭력 예방교육 자료집 『불편한 연극』(여성가족부 외 2018)은 공연예술계 

근무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한 성폭력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해당 자료집

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연예술 작업현장에서의 성폭력은 강한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가운데 연기 지도 또는 예술을 명목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극연출가 구자혜(2018)는 도제식 교육, 가족주의적이고 가부장적

인 문화, 연출에게 결정권이 편중되어있는 구조, 과정보다는 결과를 위주로 

작품이 평가되는 관행을 조직에서 위력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

다. 연극평론가 김태희(2019)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맺기 어려운 연극계의 취약한 노동 환경이 성·위계 폭력의 발생 원인이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았다. 이처럼 미투운동

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극계의 문화와 제

도 전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실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었다.  

미투운동은 공연에술계를 뒤흔든 이른바 “혁명(김옥란 2015)”이자 “민

주주의의 재발견(정진세 2021)”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러한 물결이 공연

예술 제작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미

투운동 이후 페미니즘 연극과 퀴어 연극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다루는 공연

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이와 같은 작품들의 미학적 측면을 분석하는 작업은 

평론가들로부터 비교적 충실히 수행되었으나, 결과물로서의 작품이 아닌 연

극인들이 작품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사회과학 연구는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투운동 과정에서 공연예술계에 작동하는 강한 

위계질서와 특유의 집단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제기되었던 만

큼, 미투운동이 실제 연극인들의 관계와 작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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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공연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극단 차원에서의 변화를 추

구하는 극단 S의 연극 실천에 대해 탐구한다. 극단 S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젊은 연극인 집단으로, 미투운동 이후 극단 문화를 성찰하고 관

계와 의사소통의 규범을 만드는 등 작업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극단 S의 사례는 공연예술인들이 미투운동 이후 작품활동이 이루어지

는 근거지인 극단을 기반으로 실천적인 움직임을 전개해왔다는 점을 보여준

다. 본고는 극단 S의 공연 제작 과정을 현장으로 삼아 구성원들의 연극 실

천을 탐구함으로써 미투운동이 극단의 문화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은 극단

의 운영과 구성원들간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었는가? 극단 S의 구성

원들은 기성 극단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극단 문화를 만

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현재 극단에서 중시되는 관계적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극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관계적 지향이 실제 구성원들간 관계에 어떻

게 관여하며 어떠한 의사소통의 역동을 만들어내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극단 S의 구성원들이 만들고자 하는 연극은 어떤 연극이며, 작품

이 표상하는 세계는 현실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미투운동은 단원들간 

관계뿐만 아니라 연극 작품의 주제와 형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극단의 예술

적 진정성을 재구축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미투운동 이후 연

극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진정성

의 의미 구조와 의미화 과정을 파악(김홍중 2016: 205)함으로써 극단원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심적 동력과 이러한 실천에 부여하는 의미

를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  극단이  추구하는  가치는  작품  창작과  공연의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는가?  본고는 작품의 창작과 공연이 극단의 

진정성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일상적인 경험과는 차별화되는 연극적 경험이 퍼포먼스에 참여

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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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성의 문화 모델 

 

연극계의 거장으로 불리던 인물들이 극단에서 작동하는 강한 위계질서

를 기반으로 성폭력을 행해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종종 가부장에 

비유되고는 하였으며13 그 근간에는 “가족주의적인 극단 문화(구자혜 2018)”

가 위치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미투운동 이후 극단을 가족에 비유하

여 가족주의적인 극단 문화를 비판하는 담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극단

이라는 집단에서 작동하는 사회성의 성격은 가족주의를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한국인의 사회성 모델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극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가족주의 개념

과 한국인의 사회성의 문화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문화 모델(cultural model)이란 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공유

되는 인지도식이자 범주를 의미한다(정향진 2014: 157). 가족주의는 한국인

의 사회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두드러지는 문화 모델이며, 가족을 가장 

중요하고 영속적인 사회적 단위로 간주하는 의식과 행위 지향성을 뜻한다

(최재석 1965). 가족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 수행과 이에 대한 기대, 가족 및 친족집단에 대한 헌신이 중시되며 

가족질서에 순응하고 애착을 가지는 행위지향이 일상화되어 나타난다(김동

춘 2020: 38; Heller and Gustavo 1997). 가족을 가장 중요한 단위로 간주한

다는 것은 단지 혈연 가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족주의

는 가족을 다른 사회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원형 또는 모델로 상정하여 모든 

조직을 가족적 관계에 유추해 파악하는 경향으로, 가족주의 사회에서는 가

족 간에 적용되는 가치나 규범이 다른 사회관계와 제도적 맥락에 확장되어 

적용된다(박영신 1987; 정향진 2014; Jung 2021). 

 

13 일다, “이윤택 구속은 시작일뿐, 연극계가 변화하고 있다,” 2018.03.28 

(2022.05.23 접속)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8162&sect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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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김동춘(2020)에 따르면 가부장주의 핵가족을 모델로 하는 한

국의 가족주의는 유교 문화에 기반한 전통적 가족주의가 근대화 과정을 거

치면서 변형되고 재구성된 결과로 만들어졌다. 서구에서 근대적 주체의 형

성이 주로 개인화로 나타났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전통적 친족질서로부터의 

탈피와 그것이 (핵)가족이라는 다른 얼굴로 재등장하는 과정을 수반한 것이

다. 해방 이후 국가의 부재와 혼란, 전쟁 등으로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은 개개인을 자기보존의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막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가족은 집단적으로 지위상승을 추구하는 기회 

활용의 수단이기도 했다. 산업화 시기 가족은 자녀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가

족 단위의 지위상승을 꿈꾸었으며, 여성은 개인화를 추구하기보다 가족 내

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권력을 가지고자 했다. 즉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ty, 장경섭 2009) 과정에서 가족은 개인을 보호

하고 지위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한국사

회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주요한 사회단위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가족은 지위 유지(상승)와 보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왔지만 사

회의 흐름에 따라 그것의 도구적 측면 또는 보호적 측면이 보다 강화된 모

습을 띠기도 한다. 산업화 시기 가족이 계층상승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강

하게 띠었다면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은 경쟁적 세계로부터의 안

식처이자 정서적 만족을 구하는 단위로서 서정성을 강하게 띠게 된다(정향

진 2014: 180). 인류학자 정향진(2014)은 한국 학교 교사들이 사용하는 가

족 비유를 1990년대에서 2010년대에 걸쳐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담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부모자식의 관계에 비유된다는 점은 지속성을 가지지

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담임학급의 도구성보다 그것의 서정성이 더욱 강조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1990년대 학교의 담입학급 체제

에서는 학급 단위의 경쟁과 집단적 성취가 강조되었으며, 교사-학생간 정관

계는 집단적 성취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의 담임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서정적 관계는 그 자체로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 정향진은 이러한 변

화가 학교교육이 놓인 구조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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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성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정향진 

2014: 182).  

정향진(2014)이 한국 학교에서 정이나 마음과 같은 민족심리학적 모델

이 교사-학생 관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듯이, 가족주의 

연구의 또 다른 주요한 흐름은 가족주의가 동반하는 심리적인 함의에 주목

한다. 가족주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적 관계축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모-자식 관계이다(이광규 1989; Hsu 1998).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식은 효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감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효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식은 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

다(Yim 1998; Slote 1998). 그러나 가족주의 문화가 개인에게 심리적인 어려

움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문화심리를 연구한 최상진(2000)은 

한국인이 가족관계에 원형을 둔 ‘우리의식’을 체험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자

기 가치를 느낀다는 점을 언급한다. ‘우리’는 나와 너가 통일된 단위로 경험

되는 문화적 인지 모델이다. 최상진은 한국인의 우리의식이 ‘정’과 ‘마음’의 

개념과 관련된다고 본다. 정은 우리성 형성의 원자재로, 개인들이 공동체적

인 운명을 경험하는 계기가 있을 때 생겨나며, 함께의 속성, 호감성, 격의없

음, 성실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우리의식이 정을 느낄 때 생겨나는 것이라

면 정은 아껴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국인의 우리성 관계는 마음

과 마음이 하나로 맺어지는 관계를 뜻한다. 

가족주의가 한국인의 사회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모델이라는 점은 분

명하지만, 한국인의 사회성이 가족주의만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회성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마을

에서 사회성의 두 가지 모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하

나는 혈연에 기반한 부계친족의 모델로 위계적,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마을 모델로, 평등주의적이고 보다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모델은 서로 다른 윤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친족 모델은 양반적 전통과 밀접히 연관된 유교적 이념체계를 따르며 규범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마을 모델에는 평등주의 공동체 윤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에 비해 규범화되지 못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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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이광규 1989; 김창민 2006; 정향진 2020: 

162; Brandt 1971; Jung 2021). 

마을 전체가 부계혈족으로 구성된 마을의 경우 가족과 혈연관계의 원

칙이 평등주의 원칙보다 우선하지만, 많은 경우 마을 생활은 동시에 작동하

는 사회성의 두 가지 모델에 따라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다(Jung 2021). 예를 

들어 가족 모델에 기반한 문중은 조상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배타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마을의 계(契) 운영

은 평등 의식과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해 있으며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

영된다. 사회성의 마을 모델에 기반한 계는 가족 모델과 독자적으로 운영되

는 것으로, 혈연성에 기반한 친족관계를 경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광

규 1989; 김주희 1992; 김창민 2006: 6). 정향진(2020)은 1960년대 한국의 

촌락에서 수행된 브란트(Brandt 1971)의 민족지적 연구에서 마을에 공존하

는 두 가지 공동체 원리가 의사소통 양식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란트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에는 유교식 예의범절, 체면, 자기억

제가 주가 되는 행위 양식과 평등성, 격의 없음, 감정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행위 양식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정향진은 두가지 차별화되는 행위 양식

이 어떤 한 집단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주민들이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두 양식을 선택적으로 취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회성의 두 

모델이 주민들의 행위양식에 양립적으로 체현되어 있다(정향진 2020: 163)

고 논하였다.  

두 문화모델이 상호독립적으로 병존하는 양상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

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정향진(2020)은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병립의 형

태로 작동해왔던 사회성의 두 문화 모델, 즉 가족 모델과 마을 모델이 근대

적 국가체제의 성립과 함께 병립에서 상호 결합과 긴장의 측면으로 전환되

었다는 점을 짚어낸다. 촌락 사회에서 공동체의 두 원리가 대체로 종족 관

계와 비종족 관계에 각각 적용되었고 서로 다른 사회적 조직으로 표현되었

다면, 근대 국가사회에서는 두 원리가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

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장경섭(2020) 또한 가족 단위로 뭉쳐 서로를 

보호하고 지위를 확보하려는 (핵)가족주의가 한국 근대화 과정의 핵심에 위

치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전통적 가족 형태와 차별화되는 근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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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의는 여성과 하층민들의 평등에 대한 열망, 즉 평등주의의 이념이 강

하게 작동한 결과라는 점을 통찰하고 있다.  

사회성의 두 문화 모델 사이의 역동은 오늘날 가족주의 모델의 이면에

서 작동하고 있던 마을 모델이 재발견되고 재평가되면서 보다 가시적인 방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향진(Jung 2021)은 한국의 공교육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개별화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면서 마을 모델이 주목받으며 이를 

재발견하고 재활성화하는 과정이 추진되었다고 본다. 그는 마을 모델의 재

발견이 교육 분야에만 특화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나타나

고 있다고 보며 보다 거시적인 한국 사회의 맥락 안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

를 포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본고는 공연예술계 미투운동과 그것이 수반한 연극계의 변화가 한국사

회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등과 개별화에 대한 요구와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연구자는 사회성의 두 문화 모델, 즉 

가족 모델과 마을 모델 개념을 활용하여 극단의 사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예술계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도구성에 기반한 극단 단위

의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는 점을 고찰하고, 공연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극

단의 가족주의에서 보호적, 서정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자 한다. 또한 평등과 개별화에 대한 열망이 전면화되며 마을 모델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극단에서 두 사회성의 문화 모델이 어떤 모습으로 결합되

어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진정성(authenticity) 

 

본고는 극단S가 기성 극단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더 나

은 관계 맺기를 지향하는 모습이 연극을 통해 진정성을 추구하는 극단의 예

술적 지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관계와 작품에서 진정성을 추구하

려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정성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진정성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가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으로 삼는 태도를 가리킨다

(김홍중 2009: 3).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한다는 말은 참되지 않은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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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하지 않은 것의 존재를 전제한다. 문학평론가 트릴링(Lionel Mordecai 

Trilling)이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미술사와 박물관학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듯이 진정성의 개념은 예술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미학적 기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이고 미적인 것과 관

련한 가치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김홍중 2009: 17; 포터 2016[2010]: 

16-17). 사회학자 김홍중(2009)은 진품이 언제나 하나이듯 진정한 삶의 형

식 또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유일성의 신화는 진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위나 모조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폭력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언

급한다. 철학자 앤드류 포터(2016[2010])는 도덕성의 지표로서 작동하는 진

정성이 구분짓기를 통한 지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성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도덕성은 인정의 형태로 작동하며, 권력관계와 우열 

판단을 동반한다. 그는 진정성의 윤리가 순응적인 대중의 삶에서 벗어날 것

을 요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본다.   

진정성 개념은 일반적으로 근대적 주체의 탄생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

로 여겨진다(김홍중 2009; Jung 2011). 포터(2016[2010])는 근대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추동한 근대사회의 특징

이라고 본다. 중세에는 종교가 가치의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기준으로 작동

함에 따라 구성원들은 전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감

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추동한 종교적 개인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합리적 개인주의(베버 2018[1930])는 인간이 태생적

으로 부여받던 사회적 신분을 잃게 만들었다. 우주적 대질서 속에서 작동하

던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수많은 결정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었

고, 개인은 모든 근거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게 되었다. 평등주의적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독자성을 부여하는 한편 삶의 토대를 붕괴시킴으로써 인간

을 고립시키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다(토크빌 2018[1840]).  

진정성의 윤리는 근대세계가 야기한 소외를 초월하고 인생에서 옳고 가

치 있는 것들을 복구하고자 하는 낭만주의에서 출발한다. 포터(2016[2010])

는 장 자크 루소를 진정성 윤리를 촉발한 주요 인물로 언급한다. 루소는 근

대국가 이전의 사회를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로 상정하면서 자연적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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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것을 구분하고자 했다. 그는 근대의 병폐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본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느낌과 감정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김홍중(2009)은 루소 이후 낭만주의에서 시작된 진정성

의 윤리가 실존주의적 감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본다. 실존주

의자들은 이와 같은 진정성의 윤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구

체화하였다.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의 실존을 위협하는 대중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에 도달할 것을 주장했다.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평등주의 사회

에서 개인은 자신의 지적 권위와 믿음을 익명의 무리인 대중을 통해서 확보

하고자 했지만(토크빌 2018[1840]) 대중은 주체를 “텅빈 무(無)” (키르케고

르 2011[1855]:246-264)로 만드는 “독파리”(니체 2004[1883]: 58-59)이며, 

주체는 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로서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성은 근대성이 촉발한 불안정성과 삶의 무의미를 회복하려는 도

덕적 기획이며,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도덕률을 넘어 내면을 통해 도덕적 판

단기준을 마련한다는 근대적 자아의 이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김홍중 

2009, 2016).  

반(反)문화와 저항의 시대로 대변되는 미국의 1960년대는 경제적인 풍

요 속에서 진정성의 윤리가 꽃피운 시기이자 후기근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시기(Jung 2011)로 여겨진다. 정향진(Jung 2011)은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바

라보며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기반해 진정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 베이

비붐 세대의 심리적 토대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획이 여전히 근대성의 전

통 아래 위치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합리성과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윤리에 의해 억눌려왔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써 자아를 치유

하고 더욱 진정한 나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정향진은 이들의 자기 서

사에서 부모의 비이성적인 감정 표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

하며 비합리성을 바로잡고 감정을 올바르게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진정성

이 활용된다는 점을 포착하여, 이들의 진정성 윤리가 근대적 개인주의 윤리

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1960년대가 진정성 문화의 융성기였다면, 김홍중(2009, 2016)

은 한국 사회에서 진정성의 에토스가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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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386세대14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했다고 본다. 386세대는 경제발전

이 만들어낸 안정적인 삶의 기반 위에서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고 좋은 사회

를 만들기 위해 집합적으로 연대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한국 사

회는 신자유주의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진정성의 모델이 융성할 수 있는 물

적 토대를 상실하게 된다. 김홍중은 외환위기 이후 진정성의 레짐이 쇠퇴하

면서 그 자리를 생존주의라는 마음의 레짐(regime of the heart)15이 대체하게 

되었다고 본다. 진정성의 레짐은 생존주의 레짐에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김

홍중(2016)은 오늘날 청년 세대에서 진정성이 보다 미시적이고 변형된 형태

로 실천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는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청년 시 동인의 시심(詩心)을 분석하여 예술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추구되는 

청년세대의 진정성을 고찰한다. 구성원들이 진정한 시 그리고 공동체를 통

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아는 동시대 청년세대의 집합심리

를 지배하는 생존추구적 삶과는 차별화되는, 창조성을 추구하는 자아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참조할 지점은 김홍중이 진정성을 자아의 윤리적 덕성이

나 사물에 내재하는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의례적인 

상황들 속에서 주장, 교섭, 수행, 기각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포착하고 있다

는 점이다. 진정성이 교섭되고 수행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김홍중은 이

들의 시심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파악하고 청년들이 시를 쓰도록 추동하는 

마음의 원리를 분석해낸다.  

 
14 ‘386세대’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말로 당시 기준 ‘60년대생 80년대 학번 30대’

를 지칭한다. 세대 연구 담론에서 386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사

회변동을 이끈 정치적 세대라는 점이 부각되어왔다(박소진 2021). 오늘날 386세대

가 더이상 30대가 아니게 됨에 따라 ‘86세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15 김홍중은 ‘마음의 레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사회의 진정성과 생존주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음’ 개념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이고 집합

적인 마음의 문제에 주목하며, 정서, 인지, 규범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레짐’ 

개념은 마음이 사회적 행위자들의 습관화된 행동패턴을 구성하며 사회적 행위에 영

향을 끼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점, 즉 집합심리가 개체들을 통치하고 제어하

며, 주체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부각한다(김홍중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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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정성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교섭되고 수행되는 과정으

로 바라보는 김홍중의 관점을 참고하여, 연극 만들기라는 창조적인 실천을 

통해 극단원들이 진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연극 만들기가 극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

고, 미투운동 이후 기성 연극계의 관계 맺기 방식을 청산하고 더 나은 관계

를 맺고자 하는 실천이 이들의 예술적 지향, 즉 진정한 연극을 통해 더 나

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의 연관성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

하고자 한다.  

 

3) 공연예술의 인류학 

 

본고는 극단에서 추구되는 진정성이 연극을 공동창작하고 이를 연행하

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교섭되고 수행되며 내면화되는 과정에 주목한

다. 이에 공연예술을 다룬 인류학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논의의 이론적 틀

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는 현대 복합사회에서 수행

되는 연극에 해당하나, 이 공연은 구성원들을 ‘더욱 진정한 나’로 거듭나도

록 만드는 제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므로 부족사회의 의례에서 수행

되는 공연 또한 이론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공연예술에 대한 인류학 연구는 현대 공연예술 분야보다도 부족 사회의 

의례에서 수행되는 연행과 관련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인류학자 빅터 터

너(2005[1969], 2014[1982])는 은뎀부족에서 수행되는 통과의례를 연구하였

다. 그는 반 게넵(1995[1960])이 제시한 통과의례의 세 단계(분리-전이-통

합)중 전이 단계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통과의례에서 분리 단계를 거쳐 세속

적인 장소로부터 분리된 개인은 전이 단계를 통과하면서 이전의 지위와 앞

으로 획득하게 될 지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문지방 상태(liminality)에 

머무른다. 전이 단계에서는 기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실천이 발생하기도 

하며 친숙한 것들은 낯선 것으로 변화하고, 따라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

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아트물 사회의 네이븐 의례를 다룬 베이트슨(2002[1936])의 연구는 

의례가 일상생활에서 금기시되는 실천을 허용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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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재생산하며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 

베이트슨에 따르면 이아트물 사회에서 성별 에토스는 정형화되어 있으며 남

성이 여성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아트

물 사회에서 조카를 포함해 다른 사람의 위업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남성들의 행동 규범에서 벗어나기에, 외삼촌은 여성 복장을 갖춤으로써만 

조카에게 존경과 칭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16  네이븐 의례의 참

여자들은 복장 전환이라는 의례적 형식을 갖춤으로써 일상생활에서는 가능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 때 남성은 여성 의복 중에서

도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으며, 여성들은 화려한 남성 옷을 갖추어 입고 자

부심을 표현한다. 네이븐 의례는 일상적으로 금기시되는 감정 표현을 가능

하도록 만듦과 동시에 기존의 남녀 에토스의 구분을 더욱 공고히하고 고착

화함으로써 문화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각의 참여자는 의례의 

일부를 담당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들은 이러

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구조 전체를 체화하

게 된다. 네이븐 의례에서는 남성과 여성 에토스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일상

생활과는 다르게 뒤바뀌지만 남성과 여성 에토스의 구분과 남성성의 우월함

이라는 구조적인 틀은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의례를 통해 개인은 이러한 

구조를 학습하게 되며, 의례의 과정이 강렬한 감정 경험을 동반한다는 점에

서 구조는 참여자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다. 

블로흐(Bloch 1974)는 의례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형식화된 발화와 노래, 

춤의 언어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것이 일상화된 언어와 가지는 차이점, 그리

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례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종교 의례의 수사는 정치

적 수사와 비슷하게 형식화된 특징을 가진다. 형식화된 언어는 곧 결핍된 

언어인데, 형식화된 발화에서 발화자는 적절한 언어만을 말해야 하며 이는 

 

16 이아트물 사회에서는 규범적인 일탈보다도 공동체의 미약한 응집력이 사회 통합

을 저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특히 미약한 인척고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외삼촌과 조카간의 친족 연결을 표현하고 강조하는 

네이븐 의식은 친족 체계의 연결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아트물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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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제약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형식화된 언어는 논리적이지 않다. 

여러 선택 가능한 것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논리적인 것이라고 할 때에 다

른 선택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몸을 통해 표현되는 상징적인 언어들 

또한 고정되고 예측 가능하며 반복적인 특징을 가진다. 형식화된 언어적 연

결의 본질은 논리가 아니라 언표 내적인 힘, 즉 수행적인 힘에서 온다.  

블로흐가 의례적 언어의 형식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셰플린

(Schieffelin 1979, 1985)은 형식화된 문화적 시나리오가 의례 참여자들의 지

식과 경험, 그리고 실천에 의해 즉흥적으로 의미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주목

한다. 셰플린이 연구를 수행한 파푸아뉴기니의 칼룰리(Kalui) 부족 사회는 

호혜성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호혜성의 원리는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작동한다. 기사로(Gisaro) 의례에서 

가까운 사람을 상실한 사람들은 무용수의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이 상실한 

사람을 떠올리며 무용수의 어깨를 횃불로 지짐으로써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들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 무용수에게 보상을 하며,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한 이와 같은 의례를 통해 상실의 경험은 이해 가능성

의 영역으로 포섭된다. 의례는 형식화된 문화적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되지

만, 의례의 대본은 수행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비

로소 의미화되는 것이다. 기사로 의례의 무용수들은 분장을 통해 개인적인 

특징들이 지워진 추상적 이미지로 남는다. 의례에서 사용되는 노래는 장소

를 변주하며 반복되며, 변주와 반복은 추상성을 더해준다. 청자들은 노래에

서 언급된 장소들을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하며 자신이 상실한 누군가를 떠

올리고, 추상화된 무용수의 이미지는 기사로 노래를 통해 떠올린 대상과 연

결됨으로써 구체화된다. 

부족 사회에서 의례는 자아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칼룰리 사회에서 주변인의 상실은 기사로 의례를 통해 적

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만 비로소 완결된 경험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

사로 의례에서 무용수의 몸을 불로 지지는 것을 금지하자, 칼룰리 부족 사

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경험은 제대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상실의 경험은 종결되지 못하고 자아를 파괴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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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로즈만(Roseman 1990)

은 테미아(Temiar) 부족이 의례를 통해 자아를 유지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테미아 부족에서 자아는 사회 지향적이며 외부에 의해 쉽게 영향 받는 것으

로 여겨진다. 적절하지 않은 상호작용이나 감정의 과잉은 자아의 상실, 즉 

질병이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은 사회적으로 형식화된 방식

에 따라 표출되어야 한다. 사회지향적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성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의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부족사회의 의례와 관련된 논의들은 의례가 한 사회의 에토스와 사회 

구조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며 정형화된 형식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참여자에 의해 실천됨으로써 의미를 발생시키며 이는 참여자의 자아

를 재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것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부족 사회의 의례는 현대 사회의 연극과는 차별점을 가지나 동시

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족사회의 의례가 정형화된 

시나리오를 가지듯 현대 공연예술 또한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수행되며, 이

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즉흥적인 의미들이 발생한다. 또한 현대사회

의 공연 역시 퍼포먼스가 수행되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magic mirror, 터

너 2014[1982])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집단 또는 사회를 이

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  

터너가 생각하기에 현대 사회에서 여가나 예술의 형태로 나타나는 리미

노이드(liminoid)는 부족 사회의 리미널(liminal)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

으나 동시에 차이점을 가진다. 부족 사회의 구성원들은 삶의 특정한 단계에

서 도래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리미널한 상태를 거쳐야 한

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리미노이드는 선택성을 가지며 일과는 분리된 것으

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부족사회의 의례가 부족의 규범을 제의에 투사하는 

집단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리미노이드는 보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터너는 현대 사회에서 리미노이드가 전문화된 하

나의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일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공연예술 집단은 예술을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

람들의 모임으로, 구성원들은 예술을 창조적 놀이이자 동시에 의무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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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여기고 있다. 즉 이들에게 예술은 창조적 활동임과 동시에 일이며, 

이는 극단이라는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리차드 셰크너 2004[1985] 또한 현대 연극에서 통과의례와 유사한 패

턴이 발견된다는 점을 짚어내는데, 그는 이와 같은 연행이 참여자들에게 일

시적 전환 또는 지속적 변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연에서 공연

자는 일상적 세계로부터 공연적 실재로, 하나의 인격에서 다른 인격으로 이

동한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상적 세계로 되돌아왔을 때 공연자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으며 이전과 다른 지위를 획득하게 될 수도 있다. 셰크너는 

일반적으로 연극은 전자와 같이 행위자에게 일시적 전환을 가져오는 공연이

며, 제의는 후자와 같이 지속적 변환을 가져오는 공연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전환과 변환은 각각 연극과 제의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제의에서 신참자가 아닌 전수자는 변환이 아닌 전환의 과정을 거쳐 다

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또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극은 시작된 곳 근처

에서 끝나는 하나의 전환인 반면, 일련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공연들은 결과

적으로 지속적 변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셰크너의 논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가 ‘행위의 복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연극이 가지는 놀이적 속성과 그것이 동반하는 반성성을 효과

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연예술에서 복원되는 행위는 본래의 

행위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행위의 조각이다. 일상 생활에서의 행위는 

특정한 흐름 속에서 앞뒤 맥락에 고정되어 있지만, 복원되는 행위 조각들은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의 복원이란 기존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행위 조각을 가지

고 놀이하며 이를 재구성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은 시간적인 특징을 가진다. 과거의 경험은 복원을 통해서 현재로 

소환되며, 다가올 미래, 즉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것 또는 결과로서 만들어

져야 하는 작품의 영향을 받는다. 행위의 복원 과정은 이와 같은 시간적 맥

락에서 발생하기에 과거를 온전히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종종 실제 과거

를 비껴가는, 과거에 발생했음직한 가정법적인 과거를 복원하는 결과를 동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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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복원 과정은 삶의 흐름을 멈추고 거리두기를 통해 삶을 둘러싸

고 있는 요소들을 성찰하도록 하는 반성성을 담지하고 있다. 연극의 참여자

들은 과거와 역사,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극화

되고 낯선 방식으로 재(re)-체험한다. 셰크너의 말을 빌리자면 연극의 참여

자는 ~인 것도 아니고 ~가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

스로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재체험의 과정 속에서 참여자

는 기존의 대상들을 낯설게 바라보게 되며, 대상과 자아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이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천은 세계에 형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는 정신(마음)에도 형태를 부여

한다는 점(브루너 2010[2002]: 29)에서, 대상과 주체를 변화시키는 수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극단 S의 구성원들은 연극을 통해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 그리

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연

구자가 참여관찰을 수행한 연극 현장은 단원들의 실제 경험을 직접적인 작

품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행위의 복원을 통

해 삶을 재구성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을 관찰하기에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

하였다. 연구자는 터너와 셰크너의 이론적 개념들을 도구로 삼아 연극 제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반성성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그것이 수행자들에게 만

들어내는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덧붙여,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연극 집단과 관련해 수행된 주요한 

두 가지 연구를 언급하고자 한다. 연희단거리패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한 권

정은(2016)의 연구는 극단의 구성원들이 집단 생활과 공연의 연행을 통해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것, 즉 극단이라는 공동체에 투신하는 자아를 주조

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상주의 연극공동체를 표방하는 연희단거리패는 개

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집단과 공동체를 강조한다. 연희단에서 바람직

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희망사항보다 타인 혹은 집단의 상황

을 우선시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연희단의 단원들은 공동생

활과 연극 연습, 공연을 통해 극단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로 거듭나며, 

권정은은 이와 같은 과정이 의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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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은의 연구는 공연의 연행이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

를 만들어내는지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참조점이 되었지만,  

연구가 수행된 이후 해당 극단이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의 중심에 있게 되었

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해당 극단의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단원

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연예술계 미투운

동은 큰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극단의 문화는 다른 극단

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기성 극단의 나쁜 사례로서 여겨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자료 조사 및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연희단이 추구하던 가족주의

적이며 집단적인 것의 가치, 그리고 강한 위계질서 등이 적극적으로 부정되

며 척결되어야 할 악습으로 여겨지는 공연예술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

다. 권정은이 연구를 수행한 극단은 본 연구가 수행된 극단과 연령층, 규모, 

연극계에서의 위치 등의 방면에서 차이를 가지지만, 해당 연구는 공연예술

계 미투 이전과 이후의 극단 문화가 가지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하는 

데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  

한국 대학의 연극영화과에서 군사주의가 일상적 의례를 통해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고찰한 구기환(2017)의 연구는, 공연의 연행적 측면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 공연예술계의 구조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연극영화과의 조직문화는 군대식 논리가 일상을 지

배하고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군사주의 이

데올로기에 기반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와 같은 군사주의 문화가 예

술가 조직의 동력으로 작동하며 자부심과 소속감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는 점이다. 예술 대학에서의 군사문화적 사회화 과정은 공연 제작 현장에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

례의자 자격조건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군사주의 문화에 기반한 과시적인 

행동들은 공연예술계를 일반 사회와는 차별되는 우월한 조직으로 상정하여 

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구기환은 이와 같

은 군사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 공연예술계의 열악한 제작 환경

을 꼽는다. 열악한 제작 환경은 비용 절약을 위해 “군기”에 기반해 생성된 

의리로 서로를 희생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예술의 장에서 좋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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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란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이자 가난함을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이

며, 군사주의 문화는 이와 같은 이상적 예술가를 길러내는 기반이 된다.  

권정은과 구기환의 연구를 통해 강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집단주의 문화

가 한국 공연예술계에서 뿌리깊은 관습으로 작동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는 공연예술계의 열악한 제작 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을 맞추어 공연이라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동시에 바탕

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감이 작동하고 있는 현 공연예술계의 흐름과, 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공연예술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서로 맞물리면

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극단 S는 2015년 창단되어 서울 지역에서 활발

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 극단으로, 단원들이 모두 2-30대로 이루어진 젊은 

집단이다. 17  극단 S의 특징은 세월호, 성매매, 장애학교 설립, 베트남 전쟁 

등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사건들을 소재

로 공연을 만들고, 미투운동 이후 극단의 자체적인 작업지침을 마련해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외부에 공유하는 등 동시대 한국 사회를 예민하게 감

각하고 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실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전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극단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보다도 극단의 작품적 특징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는 극단의 구성원들이 국가적 차원

의 사회적 드라마(social drama) 18를 포착해 이를 무대극으로 탈바꿈시키고 

 

17 현장조사가 수행된 2021년 기준 극단의 최연장자는 39세(만 38세)로 모든 인원

이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18 터너는 사회에서 질서에 위반하는 실천이 발생하여 위반-위기-교정행동-재통합/

분열의 극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모습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사회극(social dram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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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세계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어떤 방식으

로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작품의 소재가 되는 사회적 드라마가 

주로 국가적인 차원의 역동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는 이들이 창작과 연행을 

통해 감각하는 세계를 동시대 한국 사회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극단원들이 한국 사회라는 보다 거시

적 차원의 세계 뿐만 아니라 극단이라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극단이라는 집단과 그 내부의 인간관계가 이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극단의 작품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단의 사

회적 관계에 대한 탐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관

계와 작품 창작 및 공연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21년 10월 극단으로부터 연구 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2016년부터 극단 S의 작품을 주기적으로 관

람해온 관객이었기 때문에19 극단의 작품 스타일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

었으며 연구 설계 또한 연구자의 사전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습실에 처음 방문한 날, 연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시되고 있

는 거시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삼아왔던 극단의 최근 작품들과는 다르게, 작

업 중인 신작이 극단 구성원들의 삶과 극단 S를 그 자체로 공연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연은 극단과 극단원들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서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극

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를 소재 삼아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극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

원들의 사회적 실천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라고 칭하였다. 사회극은 인간 삶의 모든 국면을 칭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건 단위이다.  
19 참여관찰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해당 극단의 공연을 8편 관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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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1년 말 발표된 극단 S의 신작 프로덕션

(production)20에 참여한 정단원과 객원 단원, 오퍼레이터(operator)21 , 그리

고 연극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다. 연구참여자인 정단원과 객원 단원은 배

우뿐만 아니라 연출부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덕션의 기획은 극단 관련 인원

이 아닌 공연장 직원들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기획부는 연구참여자로 포함되

지 않았다. 프로덕션에 극단의 정단원들만이 참여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

상과는 다르게 본 프로덕션에는 객원 참여자들이 일부 존재했다. 연구자는 

극단에 정식으로 소속된 단원뿐만 아니라 극단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포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입장과 의사소통의 역동

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극단 S의 신작 프로덕션 팀은 배우 7명, 연출부 4명, 오퍼

레이터 3명으로 총 14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비로는 남성이 6명, 

여성이 8명이며 모든 구성원은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나이대에 분포

해 있다. 그 중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즉 1990년대 초-중반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수도권의 연극 관련 학과를 졸

업했거나 재학 중이었고, 해당 업계에서 명문으로 여겨지는 4년제 종합대학 

또는 예술전문대학 출신들이 다수 있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을 제외

하고는 모두 대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퍼레이터를 제외한 팀 구성 인원 중 세 명은 객원이고 여덟 명이 극

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단원이었다. 정단원의 경우 2년차부터 7년차까지의 

연차에 분포해 있었다. 객원의 경우 두 명은 단원의 지인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들은 극단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극단 작업에 참

여한 적이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본 공연이 끝난 후 대학을 졸업하고 극단

에 정식으로 입단하였다. 객원 중 나머지 한 명은 극단의 전 단원으로 극단

 
20 연구참여자들은 ‘제작’이라는 표현 대신 ‘프로덕션’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

으며 한국 공연예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작품 제작을 칭할 때 프로덕션이라는 용어가 

통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1  오퍼레이터는 기기나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공연에서 조명이나 영상, 음향 

등을 조작하는 스태프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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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간 뒤에도 계속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였다. 오퍼레이터의 경우 

한 명은 단원이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단원의 지인으로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극단의 모든 정단원이 본 프로덕션에 참여한 것은 아니

었으며, 몇몇 정단원들은 학업 등의 개인 사정으로 본 공연 제작에 참여하

지 않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단원 구성에 몇 번의 변동이 있었는데, 평

균적으로 15명 가량의 인원이 극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공연 단체라는 집단의 특성상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모두 가명 처리하였다. 또한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 자료를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으

로 나누어 서술하거나 성별을 변경하고,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프로덕션

에 참여하는 정단원과 객원 단원을 통칭하는 말로 ‘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정단원 또는 객원 단원 여부를 기술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높이기에 자료 옆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글의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를 부를 때 성을 제외한 ‘OO님’이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했다. 이를 반

영하기 위하여 가명은 성을 제외한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연구자는 공연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객이 공연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라고 보았고, 따라서 관객들

을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 관객의 개인적인 정보나 외형 묘사 등은 연구자

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공연에 대한 관객의 반응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관

객과의 대화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만 연구자료로 포함하였다.22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자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11월 둘째주부터 극단의 신작 연습에 참여해 참여관찰을 시작했다. 11월부

터 다음해 1월까지 총 18회 참여관찰을 수행했으며, 대부분은 연습 참석이

 

22 공연 후 총 2회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는 프로덕션의 기획을 담당한 C공연장의 

공식 팟캐스트로 제작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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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3회의 런 스루(run through)23, 1회의 ZOOM 화상 회의, 2회의 드레스 

리허설, 4회의 공연에 참여하였다. 또한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 극단 연습실

에서 진행된 뒤풀이와 공연 합평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관극회원과

의 만남 행사에 참석하였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프로덕션 기간에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연습과 공연 중 면담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자

는 다른 프로덕션 참여자들처럼 자리에 앉아 논의가 오가는 것을 지켜보거

나 장면 연습이 수행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과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주로 피드백을 할 때 주어졌다. 프로덕션을 이끄

는 연출 보람은 연습 도중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종 연구자에게 피

드백을 요청했다. 피드백을 할 때에는 연구자로서의 시선과 관객으로서의 

시선을 혼동하지 않고 분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최대한 강한 의견을 내지 않

으면서 극 제작에 개입하지 않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무언

가를 메모하며 회의를 하거나 연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연

구참여자들의 행동과 말을 즉석에서 기록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진행한 

후에는 작성된 메모들을 참고하여 경험을 복기하며 필드노트를 작성했다. 

연습 기간동안 연구참여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구성원들

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극단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

라보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면담은 연습과 공연이 모두 마무리된 후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 중 면담에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개별적으

로 면담을 요청하였다. 모든 면담은 1:1 방식으로 50분에서 1시간 가량 이

루어졌고, 연구자가 사전에 질문지를 제공하고 면담 진행에 따라 유동적으

로 대화를 이어가는 반구조적 면담 방식을 활용하였다. 면담을 통해 참여관

찰 과정에서 생겨난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료를 보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이 

 

23 런 스루(run through)는 연습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수행해보는 것을 가리킨다. 프로덕션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런’이라는 말로 지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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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극단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

로 생각하고 있었고, 면담에 성실하게 참여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대면 또는 

비대면 ZOOM으로 이루어졌다. 대면 면담의 경우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

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스터디 카페의 스터디룸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한 경험적 자료 외에, 극단 측에서 제공한 신작 

공연 대본과 <극단 S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한 지침>이 연구 자료로 활용

되었다. 대본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이 공동창작으로 함께 집필한 결과물이며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자료로 포함되었

다. 지침서는 매 프로덕션마다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단원들은 지침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연구자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

지 총 네 개 버전의 지침서 자료를 제공했다. 지침서 자료는 극단이 중시하

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구체화되어왔

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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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극단 S의 민족지적 배경 
 

1. 극단의 탄생과 발전 

 

극단 S는 ‘시대가 불편해 하는 진실을 무대 위에 자유롭게 표현한다’를

창작 모토로 삼아, 2015년 연출가 보람을 중심으로 창단된 민간 극단이다. 

극단의 탄생 일화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에서 연극 연출을 공부하던 보람은 

2010년부터 극단 S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극단 X를 만들어 활동해왔으

나, 집단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이상 극단 생활을 하지 않

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던 중 그는 대학원을 졸업하던 시

기와 맞물려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동인으로 선정되었다.24  보람은 혜화

동 1번지에서 작업을 하려면 극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인 연출가로서 

1년에 신작을 두 개씩 만들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성 그룹이 아

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혜화동 1번지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초창기의 극단 S는 보람이 당시 

“작업 같이 해왔던, 자리 못 잡고 있던 친구들”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모인 

창단 멤버들은 동질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보람이 

 
24 보람 연출이 활동했던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는 1993년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연출가 동인이다. 해당 동인은 1990년대 초반 대중문화화, 소비상품화된 연극 환경

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1기 창립 멤버는 기국서, 이윤택, 김아

라, 박찬빈, 류근혜, 채승훈, 이병훈이다. 혜화동 1번지의 목표는 1960년대 소극장 

운동을 계승하여 상품화된 연극이 아닌 동시대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실험연극을 만

드는 것이다(유용석 2008). 혜화동 1번지는 연출 동인제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기수는 5명에서 8명의 연출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

를 추천하여 다음 기수에게 극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기수제가 유지된다(김태희 

2018b: 129). 동인은 극장을 공동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신작을 만드는 방식으로 활

동한다(정부경 2019: 7). 현재 연극계에서 이름 있는 많은 연출가들이 해당 동인을 

거쳐갔으며 보람 연출이 활동했던 기수의 동인들 또한 현재 대학로에서 활발한 연

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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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B대학교의 동기 또는 선후배 사이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

다. 또한 학교에서 같은 교수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함께 작품 활동을 해왔

기에 유사한 작업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최근 2-3년동

안 극단에는 구성원의 대규모 변동이 있었다. 기존의 극단 구성원들 중 많

은 수가 극단을 나갔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수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극

단에 매우 중요한 변화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구성원의 대규모 교체는 이전

에는 없었던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최근 새로 영입된 

극단의 구성원들은 출신 학교가 다양하고 작품 경력이 거의 없는 신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성원의 대규모 변동에도 모든 인원이 2-30대로 

비교적 한정적인 나이대에 분포해 있다는 점은 극단이 젊은 예술가 극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자 본 극단의 중요한 특징이다. 

극단의 작품 스타일 또한 7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띤다. 

극단 S의 출발점은 연출가 동인제인 혜화동 1번지 작업에 있었다. 따라서 

극단의 초창기 작품들은 대부분 연출 보람이 집필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

들어졌다. 보람의 작품이 개성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 S는 

초반에 작가주의 실험극 전통을 잇는 연출가 중심 극단으로 평가받았다. 보

람의 작품들 중에는 문학이나 영화 원작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았

고, 대부분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보람 연출의 

작품적 특징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거칠다는 것이

다. 그 예로 극단의 초기 작품에서 어떤 배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스스로

를 학대하는 장면이 무대 위에서 수행되었는데, 관객의 항의로 공연이 중간

에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극단 S의 초기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이 광

기적이며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다. 작품이 현실의 부조

리와 폭력을 가감 없이 무대 위에 구현함으로써 관객들이 불편함의 감각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오늘날 극단 S는 문학이나 영화를 모티프로 삼기보다 세월호, 성매매, 

장애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 국가적 차

원에서 문제시되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다. 작품 소재의 변

화는 창작 방식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전 작품들이 보람이 단독집필

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배우를 포함한 모든 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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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창작이 주된 창작 방식으

로 자리잡았다. 창작이 연출이나 작가 등 소수 인원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극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평등주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극단S는 혜화동 1번지를 통해 문제적인 신진 극단으로 연극계에 등장했

고, 7년동안 활발하게 신작을 발표하고 권위있는 연극제와 연극상에서 수상

하는 등 연극계의 주목받는 젊은 극단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극단

의 구성원과 작업의 소재, 창작 스타일의 변화에도, 극단 S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변함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삶의 불편

한 진실을 불편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이

러한 특징이 작품에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단원들에게도 중요한 가치로 공

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치열하게 다룬 극단

의 한 작품에 대해 어떤 단원은 그 작품이 “우리 극단의 정체성” 이라고 언

급하였고, 또 다른 단원은 “뒤통수를 빡 치는 게 우리 극단의 맛” 이라고 이

야기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 어떤 관객이 “불편한 이야기를 불편하게 전하

는 것이 극단의 정체성이자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했을 때에 

많은 단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원들에게는 ‘우리 극단의 작품 스타일’이 

공유되고 있으며 그것의 핵심은 삶의 부조리와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 그리

고 그것을 불편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2. 공연예술 지원금 제도와 극단의 경제적 기반 

 

민간 공연예술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극단 S의 연극 실천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한국 연극계라는 보다 큰 사회적 장과의 관계 속에서 극단을 살펴보

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극단의 경제적 기반과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연

예술 지원금 제도는 극단의 운영 방식 그리고 극단 구성원들의 사회성과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예술 분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립적 존속이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공연예술조사 보고서(2020년 기준)에 따르

면, 우리나라 민간 공연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19.8%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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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간예술단체가 사업 운영의 주요 수익원인 티켓 판매와 초청공연 

수입만으로는 자립적인 조직 운영과 존속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예술에 대한 기부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공연예

술단체의 공공지원 의존도는 매우 높다(김민지 2021). 2020년 기준 공연예

술단체의 총수입 중 공공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6%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 중 공연예술 분야에 책정되는 비용은 매우 한정적이다. 

같은 해 기준 정부 총예산 중 문화예산 규모는 0.9%이며 이중 공연예술에 

할당되는 금액은 9.5%에 해당하는 3,179억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정된 규

모의 공연예술 예산 대부분은 국공립 예술단체와 관련 시설 운영에 할애된

다. 2020년 기준 중앙정부의 공연예술 예산 중 국립 공연시설 운영, 국립 공

연단체 운영, 국공립 공연시설 건립에 사용된 예산은 73.5%에 해당한다. 반

면 연극 장르의 공연예술단체 1,373개 중 1,115개가 민간 공연 단체의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체 연극 장르 단체 중 81.2%에 해당하는 높은 비

율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정리하자면 민간공연예술단체는 예술현장에

서 단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지만, 재정 규모와 자립의 측면에서 취

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김민지 2021: 9).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연극단체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기관으로, 

많은 연극단체가 이 두 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 비용을 마

련한다. 민간 공연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경

쟁은 치열한 편이다. 또한 지원사업이 작품 중심 일회성 지원의 형태를 띠

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25 지원사업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

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공연 제작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는 예산 부족 때문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단기적 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년간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중장기창작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안내자료  

2021.10.14 (2022. 4.25 접속) 

https://www.arko.or.kr/content/popup/2022/pup_2022_3-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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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지만 지원금 제도가 예술가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

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6 따라서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노동량에 비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부족한 예산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하는 민간공연

예술단체의 상황은 공연예술계의 위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된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된다(권정은 2016; 구기환 2017). 열악한 공연제작 

환경은 강한 위계질서에 기반해 노동력을 동원하고 공동체의식을 통해 형성

된 의리로 서로를 희생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연극 연출가 

구자혜(2018)는 민간 극단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공연예술계의 집단 단위 경

쟁 시스템이 ‘가족 극단’ 체제를 발달시켜왔다고 본다. 그는 특히 민간 극단

에서 연출이 가지게 되는 가부장의 지위에 주목한다. 지원서를 써서 외부 

자본을 끌어오고 작업의 경로를 찾는 연출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 가족이 자녀교육에 투자함

으로써 가족 단위의 지위상승을 꿈꾸었다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극단의 성

공 수단은 우선 연출이 성공해 연극계에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연출이 성

공해 좋은 평을 얻어야 모두에게 다음 작업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공

연예술계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희생하면서 집단의 

성공을 위해 연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연출가 중심 가족 극단 체제를 강화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극단S 또한 다른 민간 연극 단체들처럼 창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원금 

사업을 통해 연극 작업을 지속해왔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작품 활동 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겸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술교육 강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전지구화의 국면에 

진입하며 국가 이미지와 경제성장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시

 
26  서울문화재단이 창작지원금으로 (대표)예술가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2020년으로, 그 이전까지는 실제 창작에 투입되어 연출가, 작가,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는 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구조였다(최윤우 

2020: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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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강조되어왔다.2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면서 시민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극단S의 단

원들은 학교 또는 시민센터에서의 예술강사 활동을 공연 활동과 병행하면서 

공연제작 지원사업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극단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주기적으로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이

는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 또

한 가지고 있었다. 극단 대표인 보람은 공연으로는 단원들의 급여를 마련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단원들의 인건비 창출에 도

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에 젊은 예술가 집단으로 출발한 극단S가 지금까지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오며 대학로에서의 지위를 공고히할 수 있었던 것은 단원들이 

공연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다. 지원 사업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단S의 스케줄 또한 보통 1년을 단위로 계획된

다. 한 해에 몇 개의 작품을 할 것인가는 극단이 얼마나 많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가에 달려있다. 극단원들은 매년 지원사업 접수가 이루어지는 3월

부터 5월까지를 지원서 작성 기간으로 삼아 이에 매진한다. 지원사업에 선

정되어 작업이 확정되면 단원들은 공연 일정을 잡고 공연과 교육사업을 병

행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한다. 극단은 매년 제안서 준비, 사업실행을 위한 

단기 인력 구인과 관리, 결산 및 결과보고 등을 위한 행정력을 마련해야 하

며 이는 결과적으로 단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김민지 

2021: 2). 연구자가 극단에 방문한 첫날 느꼈던 인상은 극단 사람들이 무척 

바쁘다는 것,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극단 S의 단원

 

27 참여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략 강화를, 이명박 정부는 예

술을 통한 창의, 인성 교육 강화와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을, 

박근혜 정부는 행복, 소통, 공감을, 문재인 정부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강조하였다(남영희 외 2020: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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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지원서 작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정산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여러 업무들을 겸하고 있었다. 극단의 신작 연

습 일정은 1주일에 6회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촘촘히 짜여 있었는데, 교육 

사업과 공연 작업을 병행하는 단원들은 오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후와 저녁에는 연극 연습을 하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하

루 종일 공연 연습을 한 후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일을 하거나 공연 연습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활용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습은 

5분 10분을 쪼개어 빽빽한 스케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시간 약

속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지각한 사람에 대해 1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연습은 언제나 모든 참여자가 고도로 집중한 상태

로 이루어졌다. 연습실의 자리 배치는 커다란 디귿자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러한 배치는 어떤 자리에서도 단원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소통과 몰입을 용이하게 했다. 배우들은 자신이 출연하는 부분이 아니더

라도 집중해서 연습에 참여하면서 의견을 내고 퍼포먼스에 대한 “리액션

(reaction)” 28을 수행하기도 했다. 연출부는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대본 수정 

사항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동시에 대본과 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느라 

바빴다. 지원사업 서류작성 등 다른 급한 업무를 보아야 하는 단원들은 서

류를 작성하면서도 동시에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다. 연습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구자 또한 연습이 진행될 때에 이에 고

도로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중간중간 있는 10분가량의 쉬는 시간에도 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서류 업무를 보거나 대사와 동선을 외

우고 연습하는 데에 쉬는 시간을 활용했다. 한 연구참여자의 말을 빌리자면 

연극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며 “극한의 팀플(team project)”이기에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스스로의 

 

28 연습은 관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원들은 관객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부분에

서 서로 적절한 반응을 해주며 퍼포먼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현장에서 

이는 “리액션”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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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과 불성실함이 프로덕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

고는 했으며, 성실한 태도는 이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체화된 

성실함은 단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노력해왔던 흔적으로, 극단이 연극계에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3. 공연 팀 구성과 단원들의 입단 계기 

 

본 프로덕션 팀은 극단에 정식으로 소속된 정단원, 객원 단원, 그리고 

오퍼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오퍼레이터와 객원 단원의 경우 대부분 지인

의 추천으로 팀에 합류하였다. 단원들은 대체로 지인 추천을 통한 채용 방

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활용해 최선

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모르는 사람을 고

용하는 것은 팀에 큰 위험 부담을 지우는 일이었다. 이에 극단원들은 지인 

중 믿을 만한 사람을 단기 고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단원의 경우 극단 입단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연극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극단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밖으로 나선 신인 연극인들은 대학로 “연극 판”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이는 한국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연극영화과 

출신의 연극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을 졸업한 신인 연극인들이 학

교 밖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극단에 입단하는 것이다. 

 

연구자: 그러면 [극단 S] 오디션을 보기로 결정하기 전에도 극단에 들

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요? 꼭 이 극단이 아니어도 극단이라

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정민: 네 있었죠. (…) 교수님이 한창 이제 너희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해

라. 대학원을 가든지 극단을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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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조언 같은 거였는데, 그거 아니면 너네가 프리랜서로서 살아남

을 그게 없다. 그래서 그만둘 것이다 (…) 

연구자: 신인 배우들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가요? 

정민: 어렵죠. 지금 제 나이 또래 20대 중후반 배우들은 진짜 운이 닿

아야 겨우 1, 2년에 한 작품 정도 하고 거의 그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모르는 준비하고 있는 배우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

고 제가 봤을 때는 공연 자체가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만나서 추

천제로 들어오는 방식이 많았고 (…)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할 수 있는 루트가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맥을 쌓아서 더 

연결이 돼서 하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정민,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1월] 

 

지우: 작업할 토대가 필요해서. 공연 하고 싶은데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고 상경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 연극 씬, 연극 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 그럴 때 선택하는 것들이 몇 가지 

없거든요. 극단에 들어가거나 오디션을 보거나 대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 있는 학교의 대학원. 그러면 또 이제 

인맥들이 구성되니까. 

[지우,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1월] 

 

정민과 지우는 연극영화과 학사를 졸업한 후 직업 연극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극단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에 따

르면 공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극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맥이다. 

이는 한국 연극계의 채용 시스템이 공개 채용보다는 인맥을 통한 채용의 성

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민에 따르면 현재 대학로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 팀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구성원을 채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인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신인 연극인들은 프리랜서

로서 공연 기회를 가지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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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에서 연

극영화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더 커진다. 수도권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정

민과 달리 지우는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활동하려면 

서울에서의 연극계 인맥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지 

않은 수호의 경우도 비슷했다. 수호는 대학에서 어문계열을 전공했는데, 교

내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극으로 진로를 잡게 되었다. 졸업 후에도 

연극을 하고 싶었던 수호는 연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극단에 

들어가기를 택했다. 이처럼 신인 연극인들에게 극단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

의 문제라기보다 필수적인 것으로, 연극계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생

존주의적 선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 신분을 막 벗어나 연극계에 발을 들이려는 연극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던 연극인에게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극단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혜준의 경우 기존에 활동하던 극단을 나오면서 새로운 작업 토

대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마음 잡고 으쌰으쌰 할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새

로운 극단을 꾸리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극단을 만드는 것은 많은 노력

이 필요한 일이었고 수익이 보장되는 일도 아니었기에 “진짜 미칠 듯이 해

볼 동료”를 찾기 어려웠다. 그렇게 극단 창단 계획은 무산되었고, 혜준은 극

단 S에 입단하였다.  

신인 연극인들이 극단에 입단하지 않고서는 연극 판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은 인맥 중심의 채용 구조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의 운영방식과도 밀접

하게 관련되어있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지원 공모안내 자료집

(서울문화재단 2020)을 살펴보면, 200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0 예술지원제도 개선안’ 이후 10년만에 지원사업의 비전이 대거 수정되

었다. 대표적인 내용은 작품 중심 지원에서 예술가 중심 지원으로, 그리고 

결과 중심 지원에서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에 대한 지원으로의 변화다. 이는 

지난 10년간 예술지원제도가 작품 중심, 결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최윤우(2020)에 따르면, 그간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았을 때 

신규 단체가 지원을 받았던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들은 경력의 문제로 각

종 지원사업의 자격을 충족할 수 없었고, 우수한 작품이라는 결과를 예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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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경험이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비율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태희 2018a; 최윤우2020). 김태희(2018a)는 2018

년 청년예술가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사업을 포함

한 지원사업들이 활동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지원 자격을 준 덕에 많은 

신진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그 이전까지 신인 연극인들이 

기성 팀에 합류하지 않고 개인 또는 신진 단체로서 공연활동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인적 자본이 부족한 신인 연극인으로서 

공연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극단에 들어가는 것은 동료와 공

연 기회를 얻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다. 

단원들이 극단 중에서도 본 극단을 선택한 이유에는 크게 작품과 사람

이 있다. 작품을 보고 입단을 결심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극단의 작업 스타

일에 마음이 동하거나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이러한 

느낌이 입단의 계기가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상경해 연극 활동을 이어갈 방

법을 모색하던 지우는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극단 S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 

지우는 극단의 작업에 큰 인상을 받았고 “저런 연극도 있구나, 나 저런 연극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극단 오디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심리학과 학

생이었던 태윤의 경우 극단 S의 연극을 보고 진로를 바꾸었으며 연극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극단에 입단하였다. 태윤은 극단의 공연이 좋았던 이유

와 진로를 연극으로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 공연을 통해 스스로가 변화하는 

느낌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본 극단을 선택한 이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으로, 

이곳 사람들이 좋아서 입단을 결심하게 된 경우다. 준희는 극단에 자신과 

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연기나 연극에 대해 뭘 알아서 들어온 게 아니

라 그냥 사람 보고” 본 극단에 입단했다. 극단의 초창기 단원이었지만 지금

은 객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수는 연출 보람의 대학 후배다. 민수는 당시 

보람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단에 들어오기로 결심했다. 기

존 단원과 안면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은 극단 입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입단할 극단을 모색하던 중 극단의 공연을 보고 오디션

을 보기로 결정한 정민은, 작품도 좋았지만 “사람들의 에너지” 가 좋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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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대의나 이런 큰 주제를 다루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저 사람들과 

같이 연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기

존 단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연을 통해 느껴지는 단

원들의 에너지와 가치관에 대한 호감으로 입단을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인맥에 의한 채용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연극계에

서 신인 연극인들은 프리랜서로 직업 연극인의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 극단

에 입단하는 것은 이들이 공연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으로서, 연극계에

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성의 의미를 짙게 띤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극단들 중 본 극단을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중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단의 사람 또는 작품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단원으로서의 생

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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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극단 S의 사회적 관계 
 

1. “안전한 울타리”의 이상 

 

1) 울타리로서의 극단: 극단의 ‘우리성’ 

 

“울타리, 이 부분 잘 들리도록 강조해 주세요"   

2021년 11월, 연구자는 처음으로 극단의 연습실에 방문해 공연 연습에 

대한 참여관찰을 시작했다. 이 날은 극단의 신작 대본 초고가 완성된 날이

기도 했다. 공연 예정인 극단의 신작은 연출 보람의 삶과 극단 S를 공연의 

소재로 삼고 있었다. 극중에는 배우들이 극단S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인상적인 점은 대사에서 극단을 묘사할 때 종종 극단이 울타리에 

비유되고는 했다는 것이었다. 대본 리딩 과정에서 보람 연출은 울타리가 중

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들리도록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울타리라는 표현은 극단이 “경계 지워진 하나의 공동체(정향진 2014: 

172)”라는 점을 전제하며, 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소속감을 비유적으

로 드러내고 있었다. 심리학자 최상진은 ‘우리’를 “자기와 타인들이 공통성

이나 관계 유사성의 인식을 통해 상호 동질감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사

회인지적 집단 정체(최상진 2000: 151)”로 정의한다. 즉 ‘우리’는 나와 너가 

통일된 단위로 경험되는 사회인지적 모델로서,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인지적 구획화와 관계적 자각을 통해 형

성되는 것이다. 우리 정체의 자각은 우리에 포함된 대상과 포함되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는 작업을 동반한다. 우리에 속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우리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와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최상진 2000: 151-152).  

프로덕션에 참여하지 않는 극단원들이 연습실 또는 공연장에 방문하는

상황은 울타리를 따라 작동하는 극단원들의 우리 소속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극단 S에는 극단의 정단원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 작품에 참

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본 프로덕션의 구성원이 아니었지만, 

런에 방문해 공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거나 프로덕션 인원들을 격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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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셋업(set up)과 스트라이크(strike)29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나타나 

작업을 도와주었다. 또한 해당 단원들은 공연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프로덕션을 마무리하는 뒤풀이와 합평회 자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돌아가

며 공연에 대한 소감과 소회를 나누는 자리에서 다른 단원들처럼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문의 메세지를 보

내왔다. 이들은 ‘이번 프로덕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쉽고, 마음으로 함

께하고자 했으며, 동료들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는 마음을 밝혔다. 본 프로덕션에 참여한 단원들은 ‘다른 단원들도 이번 공

연에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연구참여자는 공

연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들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줘서” 큰 힘이 되

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극단의 단원들이 본 작품 

제작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우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극단의 우리성이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조직되는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이고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가 단원들의 소속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단원들이 극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울타리와 그 바깥의 경계는 명확해진

다. 단원들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는 그를 배척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예의 바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국인의 ‘우리’ 인간

관계는 격의 없음과 비형식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김주희 1992; 최상진 

2000). 우리성 관계의 이와 같은 특성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유

형이 ‘우리’ 울타리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단원

들은 종종 서로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격의 없이 대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였

으나, 극단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

며 그들을 손님으로 대하고자 했다. 오퍼레이터는 공연 진행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며 본 공연 팀의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극단의 우

리 울타리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다. 조명과 음향, 영상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와 배우들 간 잦은 의사소통이 필요했다. 오퍼레이터들

에게 기술 타이밍을 전달할 때에 단원들은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29 스트라이크(strike)란 공연이 끝난 후 무대를 철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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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했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단원들은 연구자에게도 예

의 바른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할 때에 무언가를 도우려

고 하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며 극구 만류했다.  

연출 보람은 연구자와 오퍼레이터들에게 종종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극단 내부의 이야기” 이기 때문에 

내부 사람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의 피드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극

단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을 짚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식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질문은 극단 내부 

구성원들은 해당 대본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

하는 듯했다. 외부와 내부라는 단어의 선택은 이들에게 우리와 우리 아님의 

경계가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최상진은 가족관계에 기초한 한국인의 ‘우리’는 정(情)이라는 

인간적 심정주의에 기초한 인간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최

상진 1993). 우리의식이 정을 느낄 때 생겨나는 것이라면 정은 아껴주는 마

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아껴주는 마음을 상대로부터 느꼈을 때 상대는 남

이 아니라 우리로 경험된다(최상진 2000: 38). 정관계란 단지 서로 호감을 

가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에게 정이란 함께 동고동락하

며 서로 잘해주고 아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운해하고 싸우기도 하는 미

운정 고운정의 결합체이다(최상진 2000: 53;75). 앞서 입단 계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인 연극인들에게 극단은 연극계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

단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극단을 단순

히 공연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우

리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단거리패에서 수행된 권정은(2016)의 연구에서 연희단거리패의 구

성원들이 극단에 대한 가족 비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했던 것과 

달리, 극단 S의 단원들은 극단에 대한 가족 비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

었다. 단원들은 가족이라는 표현 또는 가족 역할에 대한 비유에 명시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다 간접적인 가족 비유인 집의 비유는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본 작품의 연습은 극단 연습실이 아닌 외부 연습실에

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공연 뒤풀이 때 처음으로 극단 연습실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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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게 되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오퍼레이터에게 극단의 연습실을 

“우리 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날 연습실의 화장실 전등이 고장나자 “하필 혜

림 님이 오신 날 고장 났네” 라며 연구자를 집에 방문한 손님으로 대하기도 

했다. 연습실로 향하는 계단 벽에는 그동안 극단이 제작한 공연의 포스터들

이 붙어 있었는데,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연습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극단 S를 향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극단은 본 공연이 끝난 후 연습실 이사를 진행했고, 이사 과정에서의 노동

에 대해 “집안일”이라는 비유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습실에 대한 집의 비유는 극단이라는 집단이 집의 관념에 기초해 이

해되고 있으며 극단의 인간관계 또한 가족의식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최상진 2000: 159; 김동춘 2020: 72). 몇몇 단원들은 극단이 “가족

인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묘사하면서 극단원들간 관계

에서의 심리적 밀접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연구참여자는 극단이 “직장이

라기엔 너무 밀접한 것 같고 가족이라기엔 부담스럽다”며 단원들이 그의 혈

연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임을 

언급했다. 그는 “직장이라고만 하기에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

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직장에서는 관계 틀어지면 욕하면 끝”

이지만 극단원들 간에는 “마음이 잘 맞아서 공연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또다른 연구참여자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라

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마음이 다 진

심”이라는 점에서 “가족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가족 비

유에 대한 이념적 차원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단원들간 관

계의 특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 비유를 

동원하고 있었다. 정향진(2014)의 가족 비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원들

이 가족 비유를 사용할 때는 주로 마음, 관계, 진심 등의 민족심리학적 개념

들이 함께 활용되었다. 단원들이 사용하는 가족 비유는 가족주의 이념을 향

하기보다 극단원들간 관계적 특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 이는 

가족주의 이념이 명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민족심리학적 범주들은 단원들간 관계에 핵심적인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원들간 관계에는 우리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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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별되는 심리적인 애착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단원들을 ‘우리’로 묶어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함의는 극단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관객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출 보람은 종종 “우리 

관객”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공연 반응이 좋았던 날에는 “우리 관객이 많

이 왔기 때문” 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우리 관객이란 단순히 

공연에 대한 반응을 잘 해주는 관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관객의 의

미는 극단이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극 회원 제도에서 뚜렷하게 드러

난다. 현재 극단의 관극 회원 제도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

해 가입신청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관극회원은 

공연과 행사를 비롯한 극단의 최근 소식을 문자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관극회원 제도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극단은 해마다 관극 회원들을 연습실로 초대

해 관극회원과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부 관극회원들은 극단의 공

연을 꾸준히 관람할 뿐만 아니라, 관극회원과의 만남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

여한다. 2022년 관극회원과의 만남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ZOOM

으로 진행되었다. 극단 대표인 보람은 본 행사가 극장에서 하는 [일반] 관객

과의 대화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다. 

관극회원들은 단원들의 건강과 재정적 상황을 염려하고 극단에 금전적인 도

움을 비롯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에 한 단원은 관극회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으며,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금전적인 관계가 되면 

관극회원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게 될까 봐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극단원들이 관극회원들에게 쓴 손편지를 읽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단

원들은 편지를 통해 ‘관객들 덕분에 극단이 운영될 수 있었으며, 계속 연극

할 수 있도록 해준 관객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밝혔다. 이 편지는 며칠 

뒤 극단의 로고가 박힌 수건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모든 관극회원들에게 우

편으로 발송되었다. 극단 S의 단원들과 관극회원은 공연이라는 상품의 생산

자와 소비자를 넘어서 서로를 염려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최상진 2000)

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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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관념은 강력한 운명공동체적 특성에 기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진(2000)은 개인 간에서 공동체적 운명을 

경험하는 계기가 있을 때에 그러한 경험이 우리성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

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특히 그러한 경험이 괴롭고 힘든 것일수록 

우리성의 의식은 높아지며,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 의식이 강화된다(최상진 

2000: 53). 앞서 언급했듯이 지원금 없이는 공연 제작이 어려운 민간 예술인

들의 열악한 현실은 이들을 치열한 경쟁의 환경에 내몬다. 이는 극단 S의 

단원들이 지원금을 따내어 극단을 유지하고, 작품을 잘 만들어 지속적인 공

연 기회를 얻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 노력하는 과정은 극단 내의 결속을 강화하

고 배타적인 우리 울타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역동은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

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원래 작품 하나 더 하면 더 친해진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팀으

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

면 심리적으로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한 연출부 단원은 배우

들에게 디렉션(direction)을 하는 것이 “하루 24시간 내내 [함께 작업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함께 작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위해주고, 때로는 갈등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원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서로에게 정이 

든다(최상진 2000).  

관객은 좁은 의미에서는 극단의 우리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지만 극단이 

공연 활동을 이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무척 고마

운 존재다. 극단이 유명해지기 전 신생극단일 때부터 객석을 채워준 관객들

은 극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연 활동을 이어가도록 “힘을 주고 응원해준” 

소중한 존재들이다. 극단이 연극계에서 자리를 잡고 유명해지면서, 빠른 매

진으로 인해 이전부터 꾸준히 극단을 응원해준 관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속상한 마음이 든다는 보람의 말은, 그에게 관객이 단순히 공연의 소비자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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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단은 나의 “보호대”: 보호적 측면의 강화 

 

공연예술계 미투가 발발한 2018년은 단원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회상된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연극계 곳곳에서는 극단 문화와 연극 

제작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투운동은 극단 S

의 단원들에게도 스스로와 극단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지우: 저희가 처음에 극단이 창단되고 나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

은, 신생극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연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공연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였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가는 

중에 미투운동이 저희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모두가 부정하고 

있었던 거. 내 피해상황과 가해상황들. 공연 만드는 것도 중요하

지만 우리 환경, 울타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

다(…)     

[관극회원과의 만남 행사, 2022년 1월] 

 

지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초창기의 극단 S는 공연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치열하게 활동하는 것을 가장 중

요한 가치로 두고 있었다. 즉 극단은 “연극계에 자리 못 잡고 있던” 청년 연

극인들의 집단적인 계층 상승을 위한 도구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던 것

이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계기로 극단에서는 공연 기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구성원들 개개인의 경험이나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현재 극단 S에서 가장 중시되

는 가치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에게 “보호대”가 되는 것이다. 보

호적 가치의 중요성은 “공연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한 단원의 말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아래에서 준희가 

극단을 보호대에 비유한 것 또한 현재 단원들에게 극단의 보호적 측면이 강

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준희님에게 극단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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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보호대, 보호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건 뭘 하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잠깐 밖에서 뭘 하고 와

도 이 사람들이랑 이 단체가 있다라는 것에 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준희,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극단의 보호적 측면이 강화되면서 극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식은 새로

운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처럼 보였다. 서로간의 동질

감과 공통 경험이 집단의 우리의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때에(최

상진 2000), 미투운동 이전 극단 S를 우리로 엮어주었던 가장 강렬한 접착

제는 경쟁적이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공연예술계 환경에서 이들이 같은 팀

에 속해 있다는 점이었다. 극단은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게 된다. 미투운동은 공연예술계에서 중대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원들 개개인에게 가까운 일로 경험되었다. 이들은 미투운동 과정

에서 그들이 가깝게 지내던 교수, 동료, 선배, 후배 또는 스스로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일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

으로 위험의 감각을 발달시킨 것처럼 보였다. 연구자는 극단의 안전함에 

대한 강조가 종종 극단 외부의 안전하지 않음과 대비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연예술계 전반에 드리운 위험에 대한 공통

감각은 우리 울타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춘(2020)은 한국 사회의 격변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짐에 따라 

가족 단위로 모여 서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

였다. 공연예술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날수록 단원들은 극단

의 내부를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 서로를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이는 

우리 울타리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섭(2009)에 따르면 가족의 도구적 성격이 강조될 때보다 그것의 보

호적 기능이 강화될 때에 관계의 서정성 또한 강화되는 양상을 띤다. 아래 

인터뷰에서 태윤은 극단의 단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마음’을 언급하

고 있다. 미투운동 이전 극단원들 간의 관계가 지원사업과 좋은 연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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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단원들 간의 적절한 관계맺기와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 자체로 중요

한 목적성을 가진다(정향진 2014: 180)30. 마음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접착

제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로 중요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 배우로서 그리고 극단의 단원으로서 제일 필요한 자질은 뭐라

고 생각하세요? 

태윤: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지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의지랑 마음? (…) 단원으로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이해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닐까. 

연구자: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태윤: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의 상태를 … 마음을 공감한다 이해한다 

그걸 나눌 수 있다.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그런 거. 너무 추상적

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나누고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연구자: 태윤님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인가요? 

태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

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

하는 게 다 다르고. 제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물병을 집어들며) 

이거면 이 정도 물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적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런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화로 맞춰가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밥 먹었어? 이게 저는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 나 밥 안 먹었어. 

너 밥 먹었어?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쨌든 질문은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30 정향진 (2014)은 한국 학교의 담임학급에서 나타나는 이와 유사한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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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을 쓰고 있

구나, 그럼 나도 마음을 쓸 수 있겠네. 그럼 내가 다음에 와서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그 사람도 뭐 마음을 쓰라 이런 거 강

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점차 쌓이다 보면 유대감이라든지, 

집단, 단체이기 때문에 소속감도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과정의 단

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라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 

서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윤,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태윤은 서로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상황의 예시로 밥을 먹었는지 안부를 

묻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윤이 제시한 예시에서 ‘밥 먹었냐’ 라는 말을 

통해 발화자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발화의 뒤

에 있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다(최상진 2000: 115). 사람들마

다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그것이 너무 넘

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성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개개인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중요

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차원에서도 실천되고 있었

다. 생일파티와 체크인/체크아웃(check in/out) 제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 예이다. 극단에서 생일파티가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생일

파티가 극단 복지 목록 중 하나로 기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극단에 생일

파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생

일파티는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한 차례 진행되었다. 

극장에서 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중, 해당 월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무

대 위로 호명되었다. 극단의 영상팀은 생일을 맞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영상 편지를 촬영해 이를 엮은 생일파티 영상을 공연장의 빔프로

젝터로 송출했다. 생일파티의 주인공들은 무대 위에서 모두의 따뜻한 축하

를 받았다. 

처음에 연구자는 공연을 앞두고 연구참여자들이 분 단위로 시간을 나누

어 쓰며 바쁜 연습 일정을 소화하던 상황에서 생일 파티에 시간이 할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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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곧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생일을 챙기는 것

에 생일파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연 작업을 위해 바삐 달

려가며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서로의 생일만은 넘어가지 않고 챙기는 것에 

동료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 연구참여자는 처음에 생일 파

티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극단에서 몇 해를 보내면서 동료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언

급했다. 생일을 축하받는 것은 경쟁적인 연극계에서 나를 ‘마음으로’ 챙겨주

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단원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체크인/체크아웃은 매일 연습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하루 일정을 마친

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절차다. 체크인은 연습 시작 전 돌아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몇 점인지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단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수치로 이야기한 후 그 이유에 대한 설

명을 덧붙였다. 첫 공연이 다가오던 시기, 단원들은 “공연이 다가오는 게 실

감이 난다” “공연 날짜가 다가오는 게 좋은 데 무섭다” “어서 교육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연 연습에 집중하고 싶다” 등 공연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다. “정말 잘 하고 싶다” “이번주에는 정말 열심히 할 것이다” 

등 결의를 다지는 문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체크인을 통해 나누는 이야기는 

공연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았는데, 공연 연습 기간 중 대학을 졸업한 한 

단원이 “졸업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자 단원들은 다같이 그의 졸업을 축하

해 주었다. 이처럼 체크인은 연습을 진행하기 전 각자의 컨디션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짐으로써 연습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역

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마음 상태와 개인적 상황을 교류함으로써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체크아웃은 당일의 공연 또는 연습이 모두 마무리된 후 각자 헤어져 집

으로 돌아가기 전 진행된다. 극단 S는 공연을 제작할 때마다 배우들을 대표

해 연출팀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배우장을 선출한다. 배우장은 프로덕

션이 끝날 때까지 해당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덕션이 끝나고 나면 다음 프

로덕션에서는 다른 사람이 배우장을 맡는다. 체크아웃은 배우장의 “배우장 

멘트”로 시작되는데,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했던 프로덕션에서는 배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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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이를 준비했다. 그날의 배우장 멘트

를 맡은 사람은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작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단원들을 격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 단원들이 잠시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배우들이 배우장 멘트를 

공들여 준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배우장 멘트의 형식이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명언을 인용하거나 단원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지시함으로

써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아래는 공연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공유된 배우장 멘트의 예시이다. 

 

유찬: 네 오늘은 저인데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모두 눈을 

감는다). 지금 여러분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에 와있습니다. 

(…) 이제 진짜 힘든 시기가 온 거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부담되는 시기가 온 거 같은데, 위로를 드리고 싶었

습니다. 

[배우장 멘트, C공연장 연습실, 2021년 11월] 

 

배우장 멘트를 마친 후에는 “마무리 멘트”를 끝으로 일정이 종료된다. 

이는 해당 프로덕션에서 배우장을 맡고 있는 태윤이 담당했다. 마무리 발언

은 “오늘 연습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극단의 고충 상담원, 배우 담당 조

연출, 배우장, 극단 대표에게 말씀해주세요. 오늘 연습도 수고하셨습니다”로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 이처럼 매일의 일정은 배우장 멘트를 통해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다독이는 시간을 가진 후, 혹시 연습 도중에 불편한 일이 있었

다면 언제든 말해달라는 발언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달라”라는 고정된 마무리 멘트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에서는 불편함이 있으면 이를 담아두기보다 공유하는 것, 

즉 서로의 심정(心情)을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공유되

고 있다. 개별 면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이를 스스

럼없이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

다. 한 연구참여자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누군가

를 비꼬게 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점점 안 좋은 마음이 괜히 혼자 쌓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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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솔

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

상진(2000)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인관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 심정 토로는 

긍정적 관계맺음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심정 토로의 의도는 갈등이나 불

화보다는 서로에게 감응함으로써 우리성과 정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으며, 

상대의 심정을 느끼며 이를 배려하는 것은 서로간의 허물없는 관계를 확인

하고 우리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단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최상진 2000: 

116-117).  

정리하면, 공연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단원들에게는 극단의 도구적 측면

보다도 보호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극단의 

인간관계가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

겨나는 것이었다면, 이제 서로의 상태를 살피고 마음을 나누며 심정을 토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이자 성취되어야 할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러한 생각은 각각의 단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일파티

와 체크인/체크아웃을 포함한 제도화된 방식으로 실천됨으로써 단원들간 관

계에 관여하고 있다.  

 

3) 평등과 개별화의 추구 

 

‘우리’의 강한 결속력이 일반적으로 위계적인 구조 하에서 명시적인 역

할 나누기를 동반하는 것과는 다르게, 극단에서는 평등과 개별화에 대한 구

성원들의 강한 열망이 작동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극단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평등주의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극단은 프로덕션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인건비

로 채택된 총 급여를 일률적으로(“n분의 1로”) 분배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 기여도란 구성원의 경력이나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

의 중함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프로덕션에 언제 합류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

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부터 참여한 1

군, 공식 프로덕션 단계부터 참여한 2군, 그리고 프로덕션 후반부에 참여한 

3군으로 나뉘어 각각의 군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액수의 보수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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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식이었다. 또한 극장과 연습실 청소, 방역과 같은 일반적으로 팀의 ‘막

내’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 또한 스케줄 표에 따라 모두가 돌아가면

서 담당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등주의 이념은 극단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창작 방법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었다. 극단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동창작 

방식은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극단의 연출 보람은 공동창작을 

‘개념 기반’과 ‘텍스트 기반’으로 구분한다. 텍스트 기반 공동창작은 연출 또

는 극작가에 의해 작성된 대본에서 출발한다. 작성된 대본을 단원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에 대해 토의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최종 대본이 확정된

다. 개념 기반 공동창작은 단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요한다. 배우를 

포함한 모든 프로덕션 구성원들은 정해진 주제를 바탕으로 자료를 읽으며 

연구를 하고, 키워드를 정하고, 장면을 만들고, 이야기의 구조를 세우는 창

작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극단의 초기 작품들은 주로 연출의 텍스트를 기

반으로 한 텍스트 기반 프로덕션으로 진행되어왔지만, 2018년 이후로는 배

우들이 창작에 보다 깊이 관여하는 개념 기반 공동창작 기법이 더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극단의 이번 신작 또한 개념 기반 공동착작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었

다. 연구자는 신작의 초벌 각본이 완성된 이후 참여관찰을 시작했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작품의 소재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대

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프로덕션의 후반부 과정에

서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창작에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초벌 각본

을 읽으면서 장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원들은 경력이나 직무, 정단원/객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정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질문

을 던졌다. 연출부 없이 배우들끼리 연습을 진행할 때에도 종종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대사와 동선, 화술, 대사의 발화자가 변경되고는 했다. 또

한 장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원들은 다같이 수정 방향에 대

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즉석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였다. 공연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본 3부의 전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수정 방향은 연출 또는 극작팀에 의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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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단원들은 바쁜 연습시간을 쪼개어 다함께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창작은 극단 차원에서 이념적으로 추구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창작 과정에 자리잡아 단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천

되고 있었다. 

극단 S의 신작 대본에 따르면, 공동창작의 목표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

중하고, 포지션 간의 경계를 허물어 수평적인 창작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연출 또는 작가와 같은 소수 인원이 주도하는 대

본 기반의 프로덕션보다 작업자 전원이 창작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극

단의 공동창작 방식이 더 “주체적이고 수평적인” 창작 방식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프로덕션 일정의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했을 때, 수정 방향 

논의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배우들이 대본을 연구하고 연

습하며 이를 몸에 익히는 데 할애할 시간과 에너지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처

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합평회에서 많은 단원들이 장면 발표 기간에 자신

이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짧은 간격으로 여러 개

의 장면을 만들어 가져와야 하는 것이 단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

주기도 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공동창

작이 동반하는 어려움보다는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연구자: 준희님은 공동창작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그냥 배우가 연기만 하는 실연자가 아니라 

창작자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서 창작자로 존재했을 때 조금 더 주체적으로 그 프로덕션에 존재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준희,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위 면담에서 준희는 공동창작을 통해 배우가 실연자가 아니라 창작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연자’와 ‘창작자’를 구분하여 제

시하고 있다. 실연자로서의 배우는 이미 정해진 대본과 연출의 디렉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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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동적으로 연기를 수행하는 반면 창작자는 이를 넘어서 보다 주체적인 

존재로서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상업 연극에 캐스팅되어 출연하는 것이 “배우로서 캐릭터가 분명하다는 것”

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배우가 창작에 보다 적극적

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소모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극단 S의 단원들은 공연예술계 미투운동 이전의 극단이 “가족주의적” 

이고 “문제가 많았”으며 미투운동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는 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가시적인 형태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미투운

동 이전에도 극단에는 평등주의 이념의 씨앗이 깃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

다. 극단의 창단 멤버인 민수에 따르면 과거의 극단 S는 지금과 같은 “지침

서도 없고 다들 친했으며” 서로를 ‘님’으로 부르는 것이 합의되어있는 현재

와는 다르게 “호칭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였다. 당시 민수는 극단

의 막내였지만 장면을 만들거나 연습을 할 때 그보다 선배인 사람들과 서로 

가감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그는 “그게 가능했던 건 그 사람들이 저를 

후배나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 창작자로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하게 보람 연출은 처음 극단을 창단했을 때 “공동창작이라는 거를 

몰랐고 그걸 지향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개념화된 형태로 자

리잡지 않았을 뿐 극단 S는 창단 이후로 언제나 극단이 현재 정의하고 있는 

공동창작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왔다. 개념 기반 공동창작은 텍스트 기반 

공동창작보다 더 주체적이고 평등한 창작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이 또한 미

투 이후로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며 극단이 창단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미 이러한 창작 방식이 활용된 바 있었다.  

이는 미투운동이라는 가시적인 형태의 사회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젊은 연극인들에게 공연예술계의 위계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조직문화(구기환 

2017)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연

희단거리패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한 권정은(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80

년대 창단된 극단인 연희단거리패는 철저한 기수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연

차에 따라 단원들의 역할이 서열화된 형태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다. 또한 

연희단거리패는 개인주의를 비판하며 “개인을 넘어서는” 집단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가족 비유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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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적이거나 집단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개별화와 평등한 관계

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현재 극단 S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보람은 

극단을 창단할 때 평등주의 이념을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극단 S가 수평적인 집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극단 창단 이전 속했던 여러 집단에서의 경험이 연극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할 만큼 힘든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

담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단원들이 본 극단에 들어오기 전 학교 또는 다른 

극단에서 집단주의적이고 서열화된 문화에 따른 불평등과 신체/언어적 폭력

을 경험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투운동은 공연예술계의 조직문화에 

변화를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지만 공연예술계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이 이

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속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연예술계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정향진(Jung 

2021)에 따르면 평등주의 윤리에 기반한 사회성의 마을 모델은 이념적으로 

규범화된 가족 모델에 비해 비가시적인 것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가족주의 

모델의 이면에서 작동하던 사회성의 마을 모델은 전지구화가 가속화되기 시

작한 1990년대 이후 개별화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면서 전면화되고 

재의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투운동 이후 공연예술과 관련된 법과 제도, 

지원사업, 극단 차원에서의 창작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도 공연예술계에는 #OO_내_성폭력 운동,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태동하고 있었다. 또한 미투운동은 공연

예술의 영역에서만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페미니즘 리

부트(손희정 2015)”, 촛불 시위 등 2010년대 이래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변화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가족 모델이 마을 모델로 대체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모델은 여전히 극단의 사회성에서 중요하게 작동하

고 있으며, 두 모델은 상호 결합된 형태로 단원들간 인간관계에 관여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기성 극단 문화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공연예술계 

전반에서 나타났으나,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기반, 즉 민간 극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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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는 사회경제적인 맥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극단원들은 여

전히 연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원금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연출이자 

대표인 보람은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극단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위치에 놓여 있다. 보람이 연극계에서 연출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그가 지원사업을 통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다. 보람은 이번 공연에서 연출이자 배우로 출연하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연극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발화해볼 수 있기를 원했으며 실제로도 

연극을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런데 연습실에서와 달리 본 공연

에서 보람은 해당 대사를 “연극을 잠시 그만두겠습니다”로 바꾸어 말했고, 

마지막 공연까지 “연극을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말하지 못했다. 이후 

면담에서 연구자가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보람은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대답

하였다. 극단원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책임감은 연극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연극적 세계 안에서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보람: 저라는 사람이 연극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해보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였었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 그런데 제가 연극을 그만두는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울타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극

단의 구조가 있어서. 어떤 안전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연극을 그만두는 건 실은 무책임한 행동이었죠. 당장의 지원서부터 시

작해서 앞으로 받아야 되는 돈들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데. 당장에 제가 없어지게 되면 이 돈이 다 분해되거든요.  

[보람, 연출, 여성, 개별면담, 2022년 3월] 

 

극단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원들이 여전

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성 극단이 강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집단주의의 가치를 내세워 개인이 스스로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극단 S에서 더이

상 이러한 방식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극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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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극단에서

는 마음 쓰기의 윤리와 주체성의 가치가 발달하게 된 것처럼 보였다. 자발

적으로 나서서 극단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라기보다 “마음

을 쓰는 것”이자 “극단과 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인간관계를 역할과 정서의 두 측면으로 구분한 프란시스 슈(Hsu 1998)의 논

의를 빌리자면, 현재 극단의 대인관계에서는 정서가 역할을 압도하고 있으

며 의무의 이행은 마음 쓰기의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김주희(1992)는 역할과 정서의 관계에서 정서가 역할을 압도하는 이와 

같은 관계의 형태가 가족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계 유형임을 언급

하였다. 극단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것과 관계맺기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서가 의무를 덮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단원들

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극단원들은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

다. 주체적인 개인이 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

니라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 즉 극단 구성원으로서의 역

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배우가 실연자가 아닌 창작

자의 지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창작 주체로서 제작에 보다 열심히 

참여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극단원들은 공연 합평회에서 이번 프로

덕션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칭

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맡은 바를 수행했는지, 그

리고 얼마나 주체적으로 연습에 참여하였는지를 칭찬함으로써 주체성의 가

치는 단원들에게 재확인되고 있었다. 때때로 주체성의 강조는 개인이 어려

움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어떤 단원들은 과중한 업

무에 힘들어하면서도 이와 같은 업무가 일방적으로 할당된 것이 아니라 스

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리하면, 창단 초창기 극단 S는 경쟁이 치열한 공연예술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 단위로 단합하여 공연 기회를 얻고 연극 활동을 이어가

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였다. 극단이 가지고 있는 운명공동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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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단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우리의식을 형성하는 계

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지금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공

연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극단원들은 극단의 도구적 측면보다도 보호적 측면

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전에 극단원들간의 관계가 집단적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극단에서는 관

계의 가치가 강조되며 단원들간 서로의 상태를 살피고 마음을 쓰는 것이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할 목적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단원들은 평등과 개별화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평등주의와 친연성

을 가지는 사회성의 마을 모델이 가족 모델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극

단이 기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출은 여전히 극단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마음 쓰기의 윤리와 주체성의 가치가 단원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원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 언제나 “우리 우리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공연을 시작하였다. 합평회에서 한 연구참여자는 이와 같은 구호에 

대해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는 우리 우리라는 게 좋았다”고 이야

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현재 극단 S에서 가족 모델과 마을 모델이 결합

된 형태로 작동하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2. 관계와 의사소통의 규범화 

 

1) 반(反)구조의 구조화 

 

앞선 장에서 언급했듯이 극단 S에서는 평등주의 이념이 극단 운영과 공

연 창작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단원들은 집단주의적이며 

강한 위계서열이 작동했던 기성 극단과는 차별화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창

작 환경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 운영을 체계화하고 잦은 회의를 

하며 지침서를 업데이트하는 등 다방면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극단 차원에서 추구되는 평등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상태를 목

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을 구조화된 역할이 아닌 자연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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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사람’으로 대하고자 하는 커뮤니타스(communitas) 상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의례의 전이단계에 위치한 사람

들이 이전의 사회적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기 이전의 상태, 

즉 익명적이고 과도기적이며 역할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위치와는	 무관한	 개성

적	 존재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구조의 틈에 위치한 사람들 사이

에서	 형성되는	 포괄적인	 유대를 커뮤니타스라고 칭하였다(터너 2005[1969], 

2014[1982]). 커뮤니타스 상태에서 개인들은 사회구조에서 작동하는 역할이

나 신분을 벗어나 개인적 특수성이 보존되는 헐벗은 사람으로서 “나와 너”

의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한다(터너 2005[1969]: 196). 커뮤니타스는 일상의 

틈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발생적인 커뮤니타스

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개인들간 자유롭고 혁신적인 관계들은 

규범에 지배되는 사회적 페르소나들 사이의 관계로 전환되고 마는 것이다

(터너 2014[1982]: 78). 그런데 사회에는 이러한 커뮤니타스 상태를 지속하

고자 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터너는 자연발생적인 커뮤니타스를 지속적인 

토대 위에서 증진시키고 유지하려 하는 하위문화와 하위집단에 주목하였고 

이를 규범적 커뮤니타스(normative communitas)라고 명명하였다. 규범적 커

뮤니타스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타인과 직접 관계를 맺고, 문

화적으로 규정된 역할, 지위, 명성, 계층, 계급성 및 다른 여러가지 구조적 

영역의 장애물들로부터 벗어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터너 2018[1982]: 75-81).  

 

보람: 내가 대표나 연출이 아니라 보람이라는 사람한테 바라는 걸 물어

봤잖아. 내가 사람으로 안 보여? 이게 생일 선물이야? 

[대본에서 발췌, 극단S 제공] 

 

극단S의 신작 대본에서 발췌한 위 대사는 실제 극단에서 발생했던 사건

에 기반해 쓰여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극단원들은 구성원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동료들에게 “마

음의 선물”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람은 생일 선물로 “보람이라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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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바라는 것”을 메모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 어떤 단원이 메모에 

극단 운영과 관련한 불만 사항을 적었고, 대본에서 드러나듯 보람에게 이는 

“불편한 상황”으로 경험되었다. 위 사례에서 보람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메모를 준 단원이 극단 운영과 지침서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함께 논의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건의사항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를 익명성을 빌려 불

만의 형태로 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서로의 생일을 마음

으로 챙기는 생일파티라는 자리에서 보람을 ‘사람’이 아닌 연출가 또는 대표

라는 ‘역할’로 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준희: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보다는 지

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고 그런 

걸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업무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외적으로.  

[준희,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민수: 결국 가이드를 만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서

로를 어떤 관계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본질적인 

한 존재로 인정하고 보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내 후배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인 것 같은데 (…) 

[민수,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위 면담 예시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역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구자가 

준희에게 이번 신작 공연을 통해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하

자 준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준희에게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극단원으로서 각자가 맡고 있는 직책이나 역

할을 벗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준희가 업

무적 역할을 벗어나 ‘나와 너’의 관계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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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민수는 서로를 관계 안에서 파악하는 것 또한 본질

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의 가치를 보다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서 극단원들이 추구하는 평등이란 사회적 역

할의 평등함을 넘어선 커뮤니타스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터너가 “자연적 커뮤니타스가 규범적 커뮤니타스의 형태가 되었을 때 그

것은 이미 구조 안에 있는 것(터너 2018 [1982])”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연

구참여자들이 지향하는 커뮤니타스적인 상태는 구조화된 형태로 자리잡아 

사람들간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극단원들은 평등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단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극

단원들의 노력에도 극단에 계속해서 갈등 상황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커뮤니타스적인 모델이 극단이라는 구조화된 사회 조

직과 포개어졌을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불일치에 기

인한 것처럼 보인다. 터너는 자발적 커뮤니타스와 확고히 구조화된 체제 사

이의 본래적인 모순은 매우 커서, 이러한 두 양식들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하

는 어떤 모험도 구조적인 분열이나 커뮤니타스의 질식에 의해 끊임없이 위

협을 받을 것(터너 2014[1982]: 82)이라고 보았다. 커뮤니타스는 구조의 틈

새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조와 결합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극단원들은 서로를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술 창작은 이들에게 취미

가 아닌 일이며, 좋은 작품이라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프로덕션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역할로 대할 필요성 또한 존재하였다. 단원들은 경우

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양식을 선택하면서 둘 사이를 오가는 것처럼 보였

다. 그러나 서로를 역할로 대해야 할 때와 사람으로 대해야 할 때는 작업 

중과 작업 외의 상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혼

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루는 대본을 수정하기 위해 단원들이 연습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몇 명의 단원들은 해당 부분에 들어갈 대사를 제안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이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해당 장면은 극단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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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화는 작품 수정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 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

다. 그런데 이 때 이를 듣던 다른 단원이 해당 수정 방향을 비판적으로 평

가하며 다른 수정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이후 한 연구참여자는 개

별 면담에서 위의 상황을 언급하였다. 그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같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라는 무언의 합의가 될 때가 있고, 저는 이 상황

이 그런 때라고 생각했거든요”라고 이야기하며 “기준이 헷갈릴 때가 있다”

고 덧붙였다.  

관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극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극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반구조적 모델은 구조와 공존하며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공연예

술계 미투운동이 극단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 S

의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있는 평등의 가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기

성 극단 체제에 대한 강력한 반(反)구조로서 구성된 것이다. 이는 극단에서 

추구되는 평등주의가 기존 사회구조를 강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실천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원들은 ‘가족주의적’인 것이나 ‘수직적’ 또는 

‘위계적’인 것을 기성 극단의 특징이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이에 의식

적으로 반하는 실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람 연출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집단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부당한 지시와 업무를 수

행해야 했던 경험에 비추어, 단원들에게 강제로 일을 할당하지 않는 극단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는 위계가 높은 사람이 위계가 낮은 사람에

게 부당하고 강압적인 지시를 내릴 가능성을 소거한다는 점에서 기성 극단 

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또다른 문

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극단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극단이 공연 작업을 지속하고 단체로서 존

속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다. 작품을 창작하는 것 

또한 품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공연을 제작한다는 것은 홍보, 무대, 기술, 

공연장,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외부 인력들을 구하고 이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수많은 실무 작업들을 포함한다. 공연 기회를 얻

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을 통해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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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갖추는 것 또한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극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회계 정산을 담당할 인력, 그리고 극단 연습실을 

관리하고 연습실 대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인력 또한 필요하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연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을 병행해야 하기에 교

육사업 지원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 또한 업무에 포함된다.  

극단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들을 누군가는 수행해야 하지만, 

극단이 강제적으로 업무를 할당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 

업무는 대부분 비교적 연차가 높고 경력이 많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편중되

었다. 보람을 포함해 연차가 높은 몇 명의 단원들은 프로덕션과 동시에 극

단과 관련한 여러가지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몇 달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

는 것처럼 보였다. 극단이 연습실을 옮기면서 자가 시공을 하던 시기에도 

업무의 강제성은 없었기 때문에 몇몇 단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 일했

지만 어떤 단원들은 휴가를 가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런데 

극단은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프로덕션 참여 기간별로 군(群)을 나누어 임

금을 일괄적으로 차등 분배하는 “n분의 1”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

에 공연 외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수당이 지

급되지는 않았다. 공연 작업에서도 각각의 단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도가 각각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책임

과 업무량이 불균형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보상은 모두 똑같이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보람은 경력이 적고 나이가 어린 단원들이 자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일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는 경우가 잦았다며, 자신을 포함

한 몇몇 단원들이 정당한 보상 없이 과로하게 되는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왔음을 이야기했다. 보람은 일을 강제로 할당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처해 적절하게 일을 분배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추구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극단에서는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의

무의 이행이라기보다 “마음을 쓰는 것”이자 “주체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

었기 때문에 불균형한 업무 분담은 극단에 대한 마음의 정도와 성실함의 차

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일이 불균형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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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는 상황은 단원들의 극단에 대한 애정과 의지의 차이뿐만 아니라 능력

과 지위의 차이에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극단 운영 초창기에 

구성원들은 같은 학교 출신의 경력이 비슷한 신인 연극인들로 이루어져 있

었으며 함께 극단을 만들어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의 불균형이 지금만큼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7년의 시간이 흐르며 단원들이 교

체되면서 구성원들간 소속감의 차이, 그리고 경력과 능력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단원들 간 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책임의 

불균형 또한 심화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보람은 관계적 측면에서뿐만 아

니라 책임의 측면에서도 평등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극단이라는 조직화된 집

단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이에 몇몇 단원들은 일이 적은 단원들이 더 많은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과 책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 체

계를 바꿈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

은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 일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급여 지급 방식을 바꾸지 않은 이유를 묻자, 보람은 “제가 어렸

을 때부터 거기에 폭력을 당해서”라고 이야기했다. 위계적 구조에 기인한 폭

력적 상황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위계를 완전히 소거하고자 하는 시도는 

또다른 불합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위계적인 구조에 기반한 

폭력의 경험과 이에 대한 반감은 무척 강렬한 것이어서 이러한 방식은 계속

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극단 차원에서 추구되는 평등주의의 모델은 서로를 역할이 아닌 사람

으로 바라보고 소통하며 권력과 책임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한 상태를 지향

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반구조적 모델은 구조와 함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상과는 다른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극단

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종종 위협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조를 강하게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반구조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많은 규범을 세움으로써 기존 구조로

부터 극단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 즉 평등과 안전을 지향하는 극단 시스

템을 더욱 구조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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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침서와 피해자됨 문화(culture of victimhood) 

 

나래: 약속을 엄청 세밀하게 해요. 정말 미리 나노 단위까지 해서, 나 이

거 잘 모르겠어 하면은 그래 이건 이것 때문이야라는 그 약속까지 

걸어놓고 그걸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약속의 약속 약속의 약

속이 거듭되는 것 같아요. 

[나래,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극단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약속이 많다”라는 점을 꼽았다. 극단 S의 공연에

서는 애드리브(ad lib)31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약속된 대로 이행된다

는 점에서 이는 극단의 작품과 관련된 특징이기도 하지만, 극단원들간 관계

와 의사소통의 차원에서도 수많은 약속들이 작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극단원들은 어떠한 상황을 판단할 때에 그것이 약속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에 대한 대처 방식 또한 약속에 근거해 

결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극단 차원에서 공유되는 ‘지침서’

라는 성문화된 문서에 근본적으로 기반해 있었다. 

미투운동 이후 극단에 생겨난 핵심적인 변화는 작업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범을 담은 지침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극단은 미투운동을 계기

로 <극단 S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한 지침>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였다. 

2019년 지침서가 만들어진 이후 극단은 신입 단원을 뽑을 때 지침서에 동

의하는 사람에 한해 단원으로 채용해왔다. 또한 단원들은 매 프로덕션이 시

작될 때마다 지침서를 함께 읽고 수정하면서 극단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수

행하면서 지침서가 단지 형식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원들간 관계맺음과 의사소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1  연극에서 출연자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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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 개 버전의 지침서를 살펴보았을 때, 처음으

로 만들어진 2019년 3월 버전의 문서는 지침서의 성격보다 단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성교육 자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단원들이 공연예술계,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작동

하고 있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해당 문서는 성폭력과 성희롱의 정의, 실생활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례, 프

로덕션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고 공

유하는 이유는 “성평등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9년 5월 버전의 문서는 3월 버전보다 훨씬 체계화된 지침서의 형태

를 띤다. 5월 버전의 문서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위계폭력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여 극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성폭력 또는 위계폭력 상황”

으로 규정하고 있다. 5월 문서에서는 3월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자

료들이 교육 파트로 분리되었고, 지침 파트에서는 성폭력 관련 용어 정의, 

극단과 계약자의 의무, 고충 상담원 제도의 시행 방향, 사건 처리 방식과 절

차,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5월 자료는 극단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고충 상담원 제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고

충 상담원은 성·위계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창구 역할

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제도는 극단에서 성·위계폭력 발생 시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지

침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만약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 

또는 주변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가 주변인,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의 

행동 요령은 각각 10개 이상의 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2020년 버전의 지침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법률 조항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양이 증가함으로써 보다 

사법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2020년 문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은 지침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성폭력과 위계폭력뿐만 아니라 “불

편한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지침서는 “불편

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의 파트로 할당하여 불편함 또한 고충 상담원

을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파트는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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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한 사람을 가해 당사자, 불편함을 겪은 사람을 피해 당사자로 명명

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가해와 피해의 상황으로 정의하고, 불편함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21년 버전의 지침서에서는 “불편함에 대한 문

제 제기” 부분의 분량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불편함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행동 요령”, 그리고 “불편함을 대하는 자세” 부분이 더 구체적이고 상

세해졌다. 또한 불편함의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라는 

용어 대신 “불편 야기자”와 “불편 제기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지침서를 통해 마련된 절차는 극단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를 개인적

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고충 상담원을 통해 극단이라는 보다 공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침서는 포괄적인 언어를 통해 해석

의 여지를 남기기보다 최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취

하고 있다.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

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지침서가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성폭력에서 위계폭력으로, 그리고 불편함으

로 확장되면서 문제적인 상황의 범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취해야 할 태도

와 행동에 대한 규정이 방대해지며 이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 또한 점점 세

분화되는 양상을 띤다. 

연극 작업 환경에서 지켜져야 할 규범들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하는 것

은 극단 S만의 특수한 실천은 아니며 공연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한국 연극

계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흐름이다.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연예술가들의 자발적 모임’인 KTS 워킹그룹은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

(Chicago Theatre Standards)를 본보기삼아 한국 공연예술 제작 환경에서 지

켜져야 하는 지침들을 담은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 을 집필, 배포하였

다. KTS는 계약 이전부터 오디션, 계약과정, 리허설, 공연, 공연 이후까지 프

로덕션 전체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점검표를 포

함해 약 100쪽의 분량으로 수록하고 있다(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 KTS 워킹

그룹 2020). 연극인 정진세(2021)는 KTS의 핵심 가치가 안전과 평등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미투운동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함의 가치는 코로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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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부터의 안전32을 지칭하는 것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면서 동시대 공연예술 창작환경에서 제 1의 가치로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극단 S의 지침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대신 건

강한 작업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작 대본에서 극단의 지향점

이 “건강하고 안전한 울타리”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함이 곧 안전

함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투운동 이후 안전이 창작환경에서 제1의 가치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실천이 규칙이나 규범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회학자 캠벨과 제이슨(Campbell and Jason 

2018)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미세 

공격(microagression)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금지 목록들이 매뉴얼화되고 있는 

미국 대학의 상황에 주목하며 이러한 경향이 피해자됨 문화(culture of 

victimhood)와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피해의 문제를 다

루는 방식이 사법화되는 경향을 과거와 비교하기 위해 개인간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념, 태도, 실천의 복합체로서 세 가지 

형태의 도덕 문화를 제시하며, 서구 사회의 도덕 문화가 이와 같은 세 단계

를 거쳐왔다고 분석한다(추지현·이현재 2021: 74).  

명예 문화(culture of honor)에서는 개인에게 가해진 해악을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여겨 상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

 

32  정진세는 “연극의 생산수단이 ‘몸’이라는 점에서 창작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

전’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 사

태에 대응하는 연극인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다양한 논의 가운데서 관객과 창작자

의 ‘안전’이라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있다(정진세 2021: 32).” 라고 쓰고 있

다. 위 인용문에서 성·위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자연스럽게 감염병으로부터의 안

전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안전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2020년 COVID-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 안전 예방 수칙’이 강조되는 등 안

전이라는 용어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대면으로 공연 활동을 하는 연극인들에

게 COVID-19의 영향은 특히 치명적인 것이었다. 안전이라는 용어가 감염병으로부

터의 안전과 성·위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포괄하게 되면서, 

공연예술 제작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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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에서는 신체적 대담함이나 강력한 것을 존경하고 약한 것을 거부하

는 가치가 생성되며, 피해자는 동정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다음으

로 근대적 형태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존엄 문화(culture of dignity)에서 개인

들은 분쟁과 해악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 법적 권위에 의존하지만 

사소한 상황에서는 도덕적 논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구성원들

은 서로를 존엄성과 자제력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기에 비폭력적인 논쟁을 

통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진단되는 피해자됨 문화는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지를 강조하고 피해자됨(victimhood)을 도덕적 지위로 구성하는 문화

다. 피해자됨 문화에서는 상처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적 과업으로 

상정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시된다. 이러한 문화

는 해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명예 문화와 유사성을 가지며 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사법화된 규범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존엄 

문화와 유사성을 가진다(추지현·이현재 2021: 74-76; Campbell and Jason 

2018: 11-22). 

두 학자가 다루고 있는 미국 대학의 금지 목록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여

겨지는 특정 집단을 상정하고 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세분

화된 규정을 세우고 있다. 이는 피해 당사자 또는 가해 당사자를 본질화된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시적인 지위로 여기고 있는 극단의 지침서와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의 윤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극단의 지침서는 켐

벨과 제이슨이 분석한 피해자됨 문화와 많은 부분 맞닿아있다. 극단의 지침

서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보호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해 당사자 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상처 받기 쉬운 존재로 여겨진다. 지

침서 중 불편함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

침서는 ‘불편하다’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불편하다’라는 말

은 ‘지금 어떤 이유로 내가 아파’라는 의미이다. 결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또한 “불편함을 야기한 당사자는 자신의 의도가 

있었든 그렇지 않았든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 고통에 대해 진심을 담은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 불편함에 대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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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술은 불편함을 느낀 사람의 ‘아픔’에 집중하고 있다. 이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픔을 느낀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즉 그의 상처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켐벨과 제이슨은 서구 사회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새로운 도덕 

문화의 출현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서구 사회의 맥락에서 말한 것처럼, 피

해자 중심적 윤리를 중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범이 세분화되는 경향

은 한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도덕 문화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극단 S 의 사

례에서 특징적인 점은 피해자됨 문화가 극단의 ‘우리’의식과 맞물려 안전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의 

지침서는 상처 입은 우리 구성원의 마음을 염려하고 그에게 사과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 울타리 내부 인원들이 

함께 정한 자치 규약으로, 그 효력은 울타리 너머까지 미치지 않는다. 상처

받은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하는 의무 또한 우리 구성원에게만 부여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규약은 궁극적으로 상호의존적 가치와 우리 울타리 내부의 

유대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서정적 가족주의 모델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극계의 공연 제작 현장은 극장 중심보다는 극단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극단에 속한 연극인들은 작품을 위해 

모였다가 작품이 끝난 후 흩어지는 일시적인 팀이 아니라 극단이라는 지속

적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작품 활동을 수행한다. 이처럼 대부분 극단을 이루

어 독립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공연예술계 근무환경의 특성상, 미투

운동 이후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성·위계 폭력 대응을 위한 조치

에도 상위 기관이 공연 제작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이

러한 맥락에서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이 촉발한 위험의 감각은 극단원들이 피

해자 중심적 윤리를 기반으로 강하게 결집하여 정치적 올바름을 규범화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처럼 보인다. 상처 받기 

쉬운 피해자,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안전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기 위해 극단의 지침서가 다루는 대상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그 내용은 

점점 구체화, 세분화된 형태로 발전해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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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범의 체화와 실천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규범이 극단에서 통용되는 사람됨의 관념과 극

단원들의 심리적 경향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33 연구자는 단원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

며 고통과 상처에 대해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단원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못한 작

업 태도를 보이는 것을 단지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타인

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단원은 장면 발표 기간

에 모든 단원들이 매일 작성해가야 하는 과제를 며칠동안 수행하지 않았다. 

그가 며칠간 과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이 충분한 숙고 없이 써간 글

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 더 깊이 고민해 다듬어진 글을 써가고 싶었

기 때문이다. 그는 합평회에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불성실한 태도”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만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태도에 대

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편함이란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행위나 상황과는 달리 개

인의 심리적인 차원에 기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

하거나 논쟁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편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한다. 아래의 사례에서 민수는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구자: 이번 작업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졌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33 켐벨과 제이슨은 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덕 문화는 서로 다른 사람됨의 이

념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짚는다. 예를 들어 명예 문화는 강인함을 찬양하고 연약함

을 경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향성을 띠게 되며, 존엄 문화에

서는 자제력을 가지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한 행위로 여겨진다. 피해자됨 문화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며 이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Campbell and 

Jason 2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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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타인의 마음을 절대 내 의지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 되게 예

상치 못한 순간에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장면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누군가한테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만든 사람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그

런 것들. 그 사람도 누구보다 원치 않았을 거예요. (연구자: 상처 

주기를?)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의도대로 늘 되지 않는 것들. 

[민수,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극단의 구성원들은 불편함이 성문화된 문서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당위를 따르

기 위해 노력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상치 못한 국면에서 불편함의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였다. 따라서 단원들

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태도를 

체화한 것처럼 보였다. 나래는 극단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함

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타인에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럽게 만든

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나래: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침

서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일

단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 틀 안에서 사람들은 행동을 할 거니까. 

그게 다들 우리가 로봇 기계가 아닌지라 구분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일정 거리를 늘 지키고 이 사람에게 불편함

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다들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항

상 제한 제한이 되는 느낌.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연구자: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면서 고르고 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나래: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냥 말을 안 하게 되고 다들 침묵하게 되는 

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래,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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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프로덕션은 단원들의 삶과 극단 S 그 자체를 연극의 소재로 삼

고 있었고, 개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만한 경험들을 다루고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극단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 즉 피해와 가해 상황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은 더욱 증폭되었다. 프로

덕션을 회고하는 합평회에서 많은 단원들은 본 프로덕션의 소재적 특수성으

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나 불편함을 줄까 봐 조심스러웠다는 점을 언급했

다.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본 프로

덕션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우현

은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대답했다.  

 

우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더 조심스럽

고 이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내 친구들 동료들과 연관이 되어 있

으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라고 했던 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고, 혹여나 상처를 내가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

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시나 이 워딩을 했을 때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함구를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

아요. 혹시나 상처가 될까 봐.  

[우현,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한 연구참여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이러한 신중함이 창작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

기도 했다. 그는 극단의 지침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단원들간 관계가 이전보

다 더 윤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조심스러움이 치열하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어렵게 함으로써 작품 창작 

과정에서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발생시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로

에게 조심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있

는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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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극단에서 공유되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일상적 발화와 작품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몇 차례 포착할 수 

있었다. 공연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3부 대본 수정 과정은 이

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3부의 앞부분은 극단의 문제점들, 그리고 연출 보

람이 극단에서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보람이 문제 제

기한 사안이 극단 차원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단

원들은 이에 대한 마음의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원들은 

지인들을 초대하여 진행된 공개 런을 통해 본 장면을 몇 차례 프로덕션 외

부에 공개했는데, ‘이 이야기를 관객이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해당 부분 대본의 전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모든 프로덕션 인원

이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본이 너무 평면적이라

는 비판에 따라 배우들은 보람의 입장에 충돌하는 발화들을 기존 대사에 즉

흥적으로 붙여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긴장감이 흐르는 상

태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배우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을 고

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중 현지는 이러한 작업에 불편함

을 표했다.  

 

현지: 이렇게 파편으로 가서 다양한 입장을 담는 것이 계속 충돌이 되

는 게, 기존의 대본이 김보람이라는 사람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 

있는 대본이잖아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발언하는 피

해자 중심의 장면이고.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가해자들의 발화

가 만났는데 그게 평면적으로 읽힌다는 게… 김보람의 피해사실을 

김보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각자 입장의 정당

성이 이 피해사실에 중요한 것인가? 이 지점들이 저한테 부딪혀

요. 피해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너 피해 사실 알

겠는데 나 내 입장이 있거든? 이걸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 

파편으로 해보니까 정말 불편한 텍스트라고 생각해요. 즉흥으로 

하니까 더 불편해요.  

[C공연장 연습실,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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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현지는 극단에서 피해 사실로 규명된 사안에 대해 이에 

충돌하는 의견을 덧붙이는 것을 ‘피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

며 이에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

을 했던 각자의 입장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단원들은 이러한 현지의 의견에 침묵으로 반응하거나, “다

양한 입장이라는 게 꼭 충돌하는 텍스트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다

른 대안을 찾고자 했다. 단원들은 3부 대본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되기 

위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논의는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침묵의 순간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됨 문화와 친연성을 가지는 일상화된 사법 테크놀로지 

(추지현·이현재 2021: 74)는 피해와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발달시키

며, 커뮤니타스가 지향하는 고유한 개인 간의 만남을 추동하기보다는 오히

려 이상화된 도덕적 가치에 맞추어 행위하고 관계 맺는 페르소나들을 만들

어내고 있었다. 극단에서 집단적으로 추구되는 가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 개

인들은 규범화된 약속에 맞추어 스스로를 적절히 연출하고 일상적 퍼포먼스

를 수행한다(Goffman 1956). 극단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퍼포먼스의 내용은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상세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종종 긴장감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단원들은 서로에게 

솔직하며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

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페르소나들은 상대에게 맨얼굴로 비추어

져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단원들이 규범적인 가치를 내면화함에 따라 이들

은 이상적인 자아를 타인에게 연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아가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처럼 보였다. 

참여관찰을 끝낸 후에 깨달은 것이지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

덕적 감각은 분위기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자 또한 이

러한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극단의 신작은 개인의 트라우마적

인 경험들을 담고 있었고, 단원들은 프로덕션 진행 과정에서 종종 감정적으

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감각하는 고통은 감추려고 노력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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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이나 목소리, 말투, 몸짓을 통해서 새어 나왔다. 이러한 고통은 서로의 

몸과 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자 또한 연구를 

진행하며 계속해서 이들의 안위를 살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연구자의 필드노트를 살펴보면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을 연구한다고 이렇게 와있어도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이걸 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오해가 되거나 폭력이 될까 봐 마음이 힘들다” “피드백을 할 때 그게 무례함

이 될까 봐 어렵다”는 등의 내용들이 연구 진행 중반 즈음부터 빈번하게 등

장하고 있다. 연구자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감각을 반

영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분위기가 단원들에게 심리적인 역동, 때로는 심

리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긴장의 이유를 각자의 방식으

로 해석하고자 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이를 윤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었다. 극단이 국가 폭력과 관련한 소재들로 작품을 만들어왔기 때

문에, 단원들은 폭력과 관련한 소재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재현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왔다. 따라서 몇몇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어려

움은 재현 윤리와 관련한 당사자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

다. 작품이 개인의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극단이 

작품의 소재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단원들이 모두 작품의 소재

가 되었다는 점은 작품이 다루고 있는 소재와 관련한 직접적 당사자가 연습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 작업들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민수: 이 공연을 하면서 당사자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개

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일 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흔들리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동

안 공연하면서 당사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마

음 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작이라는 이름이 큰 

방패이자 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평회, 극단 S연습실,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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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민수는 그동안 공연을 통해 다루어왔던 사회적 사건을 

창작을 위한 소재로서 바라보며 당사자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음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더 나은 작업 윤리를 함양하기 위해 동

반되는 감정이자, 창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보다 치열하게 고민한 

윤리성의 흔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극단의 여러 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은 단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적인 일상적 퍼포먼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어내기도 한다. 극단의 지침서는 우리 울타리 내부의 정서적 유대와 진솔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적 가족주의와 친연성을 가지지만 그것

이 사법적인 제재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적 가족주의가 추

구하는 온정적 관계와 배치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침서가 가지는 규범성을 

강조하면서 지침서에 반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스스로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인식하고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에 따라 상대방과 자

신의 관계를 이해하며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런데 동시에 이들의 관계는 서정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심정

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대하며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 또한 중시

되었다. 때때로 단원들은 서로간 관계와 의사소통에 있어 어떤 태도를 취해

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때에 따라 서로 배치되는 이야

기를 연구자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들은 관계가 “가족

처럼” 너무 가까우면 지켜야 할 선을 넘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간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했다. 동시에 

개인 간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문제

가 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 쓰기”와 “진솔한 소통”

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그러나 극단에 작동하고 있는 지침서는 피해와 

상처에 엄격하며 이에 반하는 실천을 사법적인 시각에서 제재하고 있기 때

문에 진솔한 소통을 어렵게 한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솔

직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솔직함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연구자가 물었을 때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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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 불편함을 발언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인 것 같아요. 불편함을 느꼈

을 때 어떻게 그 불편함이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극단원들이 다 알

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봐왔으니까. 그런 과정을 아니까 그런 과정

을 겪으면서도 나는 불편함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굳이 말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유찬,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극단 차원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장려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우며 솔

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불편함에 대한 솔직한 발화는 극단의 지침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공적인 차원에서 처리되고 있었고 극단원들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이

야기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극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솔한 관계에 배치되는 것이지만, 선택이라는 말은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개별성과 주체성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극단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

로 여겨지고 있었다.  

정리하면, 극단 S의 단원들은 위계질서와 집단주의를 특징으로 가지는 

기성 극단의 규범을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고 평등주의적 가치를 따르는 이

상적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극단 S가 추구하는 평등

주의 모델은 기성 구조를 강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반(反)구조적인 

성격을 띤다. 극단의 운영 체계는 권력과 책임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한 상

태를 지향하며, 구성원들은 서로를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중시

한다. 또한 극단원들은 ‘폭력적’인 기성 극단과는 구별되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긴다. 극단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은 피

해자 중심적 윤리에 기반해 규범을 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피해자는 상

처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규범이 포괄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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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확대되며 그 내용은 점점 더 세분화되는 양상을 띤다. 단원들은 

평등하고 안전하며 서로에게 진솔한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극단에서 작동하

는 규범들은 때때로 이들이 지향하는 진솔한 소통과 정치적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III장에서는 극단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미투운동

이 극단원들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IV장

에서는 극단원들의 연극 실천을 탐구함으로써 극단에서 중시되는 가치가 작

품 창작과 공연의 과정을 통해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며 극단원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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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작품 창작과 공연을 통한 진정성의 수행 
 

1. 창작 과정에서 구성되는 진정성의 의미 

 

1) 솔직함과 변화에 대한 열망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어떠한 사회에서 관습화된 질서에 위반하는 실천

이 발생하여 위반-위기-교정행동-재통합/분열의 극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모습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사회극(social drama)이라고 칭하였다. 사회극은 

인간 삶의 모든 국면을 칭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처음

과 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건 단위이다. 터너가 보기에 겉으로 매끄러

운 것처럼 보이는 사회구조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불확정성과 에너지가 

역동하고 있으며 어떤 사회라도 그 이면에 사회극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

다. 사회극의 핵심은 그것이 일상적인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며 집단의 가치

와 구조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반성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극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구조들, 그리고 구조에 

속한 스스로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담지

하게 된다(터너 2014[1982]: 150-151).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을 둘러싼 사회

적 과정은 공연예술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회극으로 볼 수 있다. 극단S의 

구성원들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공연예술계, 그리고 

극단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반성성이 극단의 

운영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진 것은 극단의 예술적인 

지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래는 2021년 작성된 극단 

지침서의 첫 페이지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본 지침(안)은 극단 S가 공연을 통해 말해 온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진

실을 직면하자, 그래서 더 잘 살자’라는 모토를 작업환경 내에서도 실현

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일상 속에 우리가 외면해온 고통들을 해당 문서에 

기재함으로써 다시 한번 마주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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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발췌, 극단S 제공] 

 

위 문구는 극단 S가 공연을 통해 추구해온 가치를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도 실현하고자 극단의 지침서가 마련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동안 극단원들은 주로 문학이나 영화를 모티프로 삼아 사회의 부조리를 

탐구하고 이를 폭로하는 작품들을 제작하며 극단의 가치관을 실현해왔다. 

이들은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을 계기로 자신이 속해 있으며 자신의 삶을 강

력하게 구성하고 있는 곳, 즉 한국 공연예술계의 부조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지침서의 제작, 공동창작의 제도화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들로 

이어졌다. 이는 극단의 예술적 가치관이 작품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원

들은 예술적인 지향을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 확장 

적용하며 예술과 일상적 삶의 간극을 좁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예술적 가치관이 현실 세계의 변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서 작동하는 사회극(social drama)은 무대극(stage drama)의 잠재적인 영역으

로 흘러들어가며 무대극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터너 2014 [1982]: 

177). 극단 S의 단원들은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이라는 사회극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폭력의 기원을 더욱 치열하게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극단원들은 구체적인 국가폭력 사건을 소재로 버바텀 연극

(verbatim theatre)34형식의 작품들을 창작하게 된다. 사회극은 무대극의 형식

 
34 다큐멘터리 연극의 한 가지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버바텀 연극(verbatim theatre)

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극작술을 일컫는다. ‘버바텀’이라

는 용어는 라틴어로 ‘말 또는 글자 그대로(literally, word for word)’라는 의미로 주

로 인터뷰, 증언, 진술 등의 구술 다큐먼트와 함께 재판기록, 공식문서, 신문, 뉴스, 

일기, 편지 등의 기록된 다큐먼트를 직접 인용하는 기법(technique)을 일컫는다. 버

바텀 연극의 주요한 지향점은 언어를 가능한 텍스트로 온전히 옮겨오는 것이며, 따

라서 버바텀 연극에서는 작가적 상상력보다는 사건에 대한 저널리스트적 취재, 이

슈에 대한 판단력과 분석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버바텀 연극은 사회적 현안이나 

정치적 논쟁 등 민감한 이슈나 사안들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는 점에

서 특징적이다(남지수 2016: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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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예술적 이상은 현실 세계의 변화를 추동하며 결

과적으로 “예술은 삶을 모방하고, 삶은 예술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터너 

2014[1982]: 118, 178).  

이들의 예술적 실천이 현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극단원

들이 연극 활동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탐구하고 이를 마주하고자 하는 이

유와 이들이 이러한 실천을 하도록 추동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인터뷰를 진

행하면서 연구자가 연극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의 연구참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

다. 그러나 연구자는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이들이 연극을 하는 이유

의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또다른 욕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중에서도 스스로가 변화하는 느낌은 연구참여자들이 연극을 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태윤: 제가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극장을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

서 이 학문이나 이 직업이면 나 스스로한테 좀 가치가 더 있겠다. 

제가 공부를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변하는 걸 느끼니까, 

제가 변한 상태를 느끼니까 매번 갈 때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

아요. 나도 저렇게 누구를 바꾸고 싶다까지는 아니고 무언가를 가

지고 가게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태윤,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심리학에서 연극으로 진로를 바꾼 태윤은 연극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

는 느낌이 자신의 진로 변경의 큰 이유가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느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변화는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몸

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었다. 또다른 연구참여자인 혜준의 경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언급했다. 연구자가 ‘진짜 하고 

싶은 연극’의 의미를 묻자 혜준은 “공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원했다”고 답변했다. 그에게 연극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하고 싶은 연극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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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품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연극을 의미한

다. 보람과 지우에게도 변화하는 느낌은 연극 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이유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이는 솔직하고자 하는 열망과도 긴밀하게 관련

된 것처럼 보였다. 

 

연구자: 솔직하게 작품을 만드는 게 보람님한테 중요한가 봐요. 

보람: 네 저라는 사람한테. 강박 수준 아닌가요 강박? (…) 

연구자: 왜 솔직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으세요? 

보람: 제가 일상에서 안 솔직해서. 일상에서 솔직하지 않고 그런 제가 

답답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작품으로라도 솔직하게 문제라고 생각

하는 걸 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 작품만은 나의 

일상과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 

[보람, 연출, 여성, 개별면담, 2022년 3월] 

 

연구자: 불편함을 공연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

는데, 그게 지우님한테는 연극과 연기를 하는 데 중요한가요? 

지우: 연기하는데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사는데 늘 갈망하는 것 같아

요. 솔직하고 싶다. 전 초등학교 때 일기장 봐도 그런 얘기 적혀 

있거든요. 제가 기록 중독인데 일기장 보면 초중고 다 솔직하지 

못한 나 자신을 비판하는 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평생의 갈망인 것 같아요. (…) 얘기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네. 내

가 극단S 공연을 왜 좋아하지 했는데 극단S 공연처럼 살고 싶어

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지우,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1월] 

 

위의 사례들에서 보람과 지우는 솔직함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일상에서 솔직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감각은 이들에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자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는 보람과 지우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페

르소나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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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은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나

다워지는 것, 즉 변화에의 열망을 추동한다. “강박 수준”과 “평생의 갈망”이

라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열망이 이들에게 무척 강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람과 지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솔직함에 대한 갈망은, 외부의 영향을 

통해 구성되는 진정하지 않은 나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과 이상에 충실한 

진짜 나로 거듭나고자 하는 진정성(authenticity)에의 열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정성은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

으로 삼는 태도”를 가리킨다(김홍중 2009: 3). 사회학자 김홍중(2009, 2016)

에 따르면, 한국에서 진정성의 에토스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386

세대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했다. 그러나 IMF 이후 한국 사회가 진정성 

모델이 융성할 수 있는 토대를 상실하면서, 한국 청년 세대의 가장 절박한 

관심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생존으로 변화하게 된다. 김홍중은 민주화시대 

청년문화를 지배했던 정치, 도덕적 진정성이 소멸된 것이라기보다 변형되고 

분화된 형태로 보다 미시적인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

하였다(김홍중 2016: 225). 그는 시문학동인의 사례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시

를 창작하도록 만드는 시심(詩心)이 진정성의 추구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밝히며, 진정성이 창조적 작업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심적 동력을 해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김홍중 2016: 224)을 언급하였다.  

극단 S가 창작 이념으로 삼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직면

하자, 그래서 더 잘 살자”라는 문구는, 이들의 연극 실천이 진정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이 창작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

는 것은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더 나은 삶이라는 미

래를 지향한다. “작품만은 나의 일상과 달랐으면 좋겠다”, “연극처럼 살고 싶

다”는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에게 연극이란 일상에서의 거짓된 모습을 

떠나서 진실해질 수 있는 창구이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

으로서 진정성 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해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극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자 하며 솔직하지 않은 

나를 벗어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열망이 무

척이나 강렬한 것이라면, 이들이 연극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성은 어



 

 

85 

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진다. 진정성

이 자아의 윤리적 덕성이나 사물에 내재하는 진품성과 같은 실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장, 교섭, 수행, 기각되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김홍중 2016: 

205)이라고 할 때에,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의 구분은 구분되는 대

상보다도 구분하는 주체에 대해 더 많은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포터 

2016[2010]: 260).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연극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

떤 것이 진정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그 의미 구조와 의미화 과정을 파악(김

홍중 2016: 205)하고 이러한 활동이 이를 수행하는 행위자들에게 어떤 변화

를 만들어내는지 고찰함으로써 극단원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심적 동력과 이러한 실천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행위의 복원을 통한 경험의 구조화 

 

진정성의 목표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자아의 실현은 대개 사회적 모순, 억압, 문제에 의해 

좌절되기 때문에 진정성의 추구에는 언제나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한 비판

이 동반된다(김홍중 2009: 3-4). 극단 S는 미투운동 이후 한국 사회에서 문

제시되는 사회적 사건들을 소재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사

건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버바텀 연극 형식의 작품을 주로 제작해왔다. 극단

원들은 세월호, 성매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 베트남 전쟁 

등 근현대 한국 사회의 부정의와 모순을 드러내는 현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작품화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탐구

하고 고민해왔던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적 현안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왔던 기존의 작품

들과는 다르게, 2021년 말 발표된 극단의 신작은 극단 대표 보람의 삶과 극

단 S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었으며 장르적으로는 뉴다큐멘터리 연

극 35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단원들이 스스로를 연극의 직접적인 소재로 

 
35 근대의 다큐멘터리 연극은 진실 추구를 목표로 하여 꾸며내지 않은 사실적 자료

를 활용해 정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사실성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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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로 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다. 보람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야기로 공연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작품과 삶의 괴리감이 커져

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보람에게 연극은 일상에서 솔

직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벗어나 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통로다. 그런데 “너무 큰 사회적 담론”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 이는 보람에게 

작품과 삶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느낌을 발생시켰고, 이는 “삶의 변화를 가져

와야 하는 목적”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갈증”을 만들어냈다. 한국사회의 

거시적 담론들을 다룬 기존의 작품들이 연극계에서 줄줄이 호평을 받아왔음

에도, 보람은 큰 상을 받는 자리에서 더이상 그에게 연극이 재미있지 않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보람은 그 이유를 “그동안 작품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어보

겠다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연극을 통한 변화라는 

기존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시도된 것이었다. 

보람의 삶을 소재로 연극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본 

작품은 개념 기반 공동창작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람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단원들

은 창작의 단계를 함께 밟았다. 창작의 초반 단계에서 단원들은 보람에 대

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원들은 ‘내가 생각하는 김보람’이라는 텍스트

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고,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람을 인터뷰했으며, 보람의 

삶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보람의 삶에서는 그가 창작한 작품들, 그리고 창작에 영감을 

주었던 작품들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원들은 보람이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영감을 얻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

며 극단 S의 과거 공연 영상을 함께 보기도 했다.  

 

착하는 다큐멘터리 연극과는 달리 뉴다큐멘터리 연극은 사실성뿐만 아니라 허구성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객의 일상적 인식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거시적인 정치사회적 범주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다큐멘터리 연극과는 달리 뉴

다큐멘터리 연극은 보다 미시적인 사건과 개인적인 삶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남

지수 2015a,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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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 마무리 되고 나서는 장면 발표 기간이 시

작되었다. 이 기간동안 모든 단원들은 매일 짧은 장면 하나씩을 써와 이를 

함께 실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덕션에는 한 사람 당 약 열 개씩 

총 약 100개의 장면 발표가 이루어졌다. 장면 발표가 마무리 될 즈음, 전체 

공연의 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구성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발표된 장면들을 선

별하고 이를 배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극작팀은 이를 기반으로 초벌 각

본을 집필하였고, 대본을 함께 읽어보며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이 이어졌다. 

그 이후에는 대사의 화술과 스코어36를 익히고 합을 맞추는 작업이 반복되었

다. 중간중간 런을 통해 외부인들의 피드백을 받아 대본을 수정하기도 했다. 

공연을 며칠 앞둔 시점에는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몇 차례의 드

레스 리허설 후 본공연이 시작되었다.  

보람의 삶을 소재로 삼아 연극을 만드는 과정은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

는 행위의 조각들을 복원해 구조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극 연

출가 셰크너(2004[1985])는 연극의 본질을 행위의 복원이라고 보았다. 복원

된 행위는 본래의 행위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행위의 조각이다. 일상 

생활에서 대부분의 행위들은 앞뒤 맥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만, 복원된 

행위 조각들은 기존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의 복원이란 기존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행위 조각을 가지고 놀이하며 이를 재구성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공연은 하나의 논리적인 서사 구조, 즉 내러티브를 갖추

고 있다. 따라서 공연의 구조에 맞게 행위 조각들을 배열하는 것은 이야기

를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도 하며, 그동안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로 부유하고 있던 

경험들이 포착되어 형태를 부여받기도 한다. 즉 삶에서의 경험들은 하나의 

관점을 통해 논리 구조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행위의 조각들을 

 

36 스코어는 무대에서 수행하는 몸짓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대

사가 있으면 대사에 맞추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 합의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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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어 완결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곧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브루너 2010[2002]: 110).  

극단 S의 신작을 구성하는 가장 큰 관점이자 구조적 틀은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의 대비다. 일상에서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벗어나 보다 

솔직한 모습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이 보람이 연극을 하는 주요한 이유

였던 만큼, 이러한 대비는 작품의 서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작품

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척의 역사> 2부는 <척 안하는 척의 역

사> 3부는 <척 안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즉 “척하는 것”과 “척 

안 하는 것”의 대비는 대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구조다. “척해 왔던” 역사

는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즉 지금 보람이 스스로의 모순에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도록 하는 원인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본 작품에서는 어떤 것

이 진정한 것으로, 어떤 것이 진정하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을까?  

작품에서 보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척하면서 살아온 

삶으로 요약된다. 진정하지 못한 것의 기원은 보람이 아주 어렸을 때로 거

슬러 올라간다. 보람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지만 이는 선생

님과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함이었으며, 중학생 때는 동급생들이 자신을 우

러러보는 느낌이 좋아 “센 척, 노는 척, 잘 나가는 척”을 했다. 대입에 실패

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보람은 열심히 노력

해 명문 예술대학교인 B대학에 입학한다.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보람의 연기

에 대해 칭찬하자, 보람은 자신의 능력을 더더욱 인정받기 위해 친구나 가

족을 만나는 등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척” 

“예술가인 척”을 하며 연기에 매진한다. 본격적으로 연극 활동을 시작하면서

부터 그의 척하는 삶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사회의 부정의를 참고 견디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그는 연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성폭력 당해도 괜찮은 척”을 했으며 그 결과로 연극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연극을 그만둘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그는 남들이 함

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학력 자본을 쌓는다. 

그렇게 연출로서 작품 창작의 기회를 얻게 된 그는 자신이 경험한 부정의와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연출로서의 삶 

또한 “능력있는 연출인 척, 성공한 척, 사회 정의를 외치는 척” 하는 것이었



 

 

89 

으며 솔직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척하는 삶에 대한 토할 것 같

은 감각은 대본의 2부와 3부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대사에서 함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부 대사)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모범적인 척, 예

술가인 척, 괜찮은 척 연극을 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평생을 이

렇게 살던 제가 30대가 됐다고 갑자기 척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요? 20대까지의 저의 연극에 질려버린 저는, 연극하지 않아도 실격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극단 S를 만

들었고 성공한 척, 사회 정의를 외치는 척, 능력 있는 대표이자 연

출인 척 자만하며 연극을 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 이번

에는 제 스스로도 저의 연극에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3부 대사) 평생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척하는 연극’을 해온 저는, 그

런 저를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극장의 연극’이 좋았습니다. 극장

이라는 곳은 서로가 서로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

각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극장에

서의 연극’에서도 ‘척하는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극장이라는 공간

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꾸 관객 분들에게, 동료들에게 뭔가

를 인정받고, 증명 받으려고 하는 제가 토할 것 같았습니다. 

[대본 발췌, 극단S 제공] 

 

보람과 단원들은 본 공연의 서사가 예술가의 삶에 대한 것이어서 보편

성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는 했다. 그러나 본 작품은 동

시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감각, 즉 생존주의적 삶의 에토

스(김홍중 2015)를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람이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사회의 부정의를 

참고 견뎠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수렴된다. 대본에는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등의 대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보람의 삶은 대단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도 사회에

서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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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1세기 한국 청년세대의 

중심 문제가 서바이벌이라는 기표로 수렴되며 이들의 집합심리가 생존주의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학자 김홍중(2015)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김홍중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화 과정에서 진정성의 레짐

이 쇠퇴하면서 그 자리를 생존주의라는 마음의 레짐(regime of the heart)이 

대체하게 되었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경쟁 패러다임이 가족, 학교, 공공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고, 생존-낙오의 

코드는 청년들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매커니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생존주의적 주체들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쟁 

상황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패배와 사회적 배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제

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김홍중 2015: 186-191). 어른들에게 칭

찬받기 위해, 가족구성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 

연극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보람의 삶은 서바이벌로 점

철되어 있다. 사회에서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은 

사회적 배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

는 동시대 청년세대의 생존주의적 삶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본 작품은 보람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

지만 이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작품이 정의하는 척하는 삶이 생존주의

적인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삶은 생존주의적인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대 위에서 자기 삶의 진정하지 않음에 대해 치열하고 솔직하

게 고백하는 자아는 작품이 다루고 있는 생존주의적 자아와 구별된다. 엄밀

히 말하면, 자기를 치열하게 성찰하고 이를 소재로 공연을 만들어 수행하는 

주체는 예술가로서 창작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주체라는 점에서 생존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37  또한 무대 위의 자아는 일상에서의 자아와

는 달리 형식화된 대본과 연극 장치들에 따라 철저하게 연출된 것이다. 그

 
37  보람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솔직할수록 작품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

진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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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본 공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무대 위의 자아는 

일상에서의 진정하지 않은 자아와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보다 솔직하고 진정

한 것으로 제시된다.  

보람에게 생존 압박은 몸으로 경험되는 것으로서 그에게 계속해서 분열

적 감각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보람은 삶을 살아오면서 힘든 경험들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를 전부 “몸으로 통과시

켜왔다”고 이야기했다. 연습과 공연 기간 동안 보람은 아직 스스로에게 해결

되지 않은 사건들을 다룰 때 눈물을 쏟거나 몸을 떨고, 얼굴이 빨개지는 등 

신체적인 변화들이 겉으로 드러나고는 했다. 공연예술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몸으로 견디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

로를 변화시켜왔던 보람에게, 어떠한 경험들은 자기에게서 분리되지 못한 

채 외상적인 것으로 남았으며(프로이트 1997[1917]), 결과적으로 생존을 위

해 투신하는 ‘일상에서의 나’와 ‘되고자 하는 나’의 격차와 분열은 점점 심화

되어왔던 것처럼 보인다.  

본 논의에서 보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척하는 것이며 진정하

지 못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의

미를 가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보람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분의 기준으로 동시대 한국 청년 세대의 주요 에토스인 

생존주의의 논리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적이다. 공연을 만드는 과

정에서 그동안 몸의 차원에서 존재해왔던 보람의 경험들은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언어를 얻음과 동시에 공연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맞추어 배열된

다. 언어화 과정은 세계에 형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의미를 부여

하려고 애쓰는 정신(마음)에도 형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브루너 2010 

[2002]: 29),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관점 또한 구분하는 

행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즉 행위의 복원을 통해 보람의 경험들은 진정

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재배열되며, 동시에 자기를 이루는 경험들을 

배열하는 메타적인 틀로서의 자아가 주조된다. 이처럼 행위의 복원을 통해 

경험을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의 논리에 기반한 마음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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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결된 작품으로서의 “진짜 이야기” 

 

공연장에서 진행된 총 두 번의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들은 이 공연이 

“사실”이며 “진짜” 인지를 물었고, 보람은 본 공연이 “백프로 사실이며 진짜”

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에서 관객과 보람은 본 연극이 실제 삶의 

경험에 기반한 작품인지를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 사실과 진짜라는 두 용어

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했던 것 같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fact)과 진

짜(authenticity)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화는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본 작품에서 ‘사실’

과 ‘진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본 작품이 어떻게 진짜로

서의 가치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극은 보람의 삶의 경험이라는 재료를 활용해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즉 실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삶을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연극은 실제로부터 떨어져나와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구조를 갖추게 된다. 퍼포먼스의 재료는 삶의 차원에

서 존재하지만, 완성된 작품은 그것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독자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차원에 기반해 있는 사실로서의 

재료들은 이러한 논리 구조에 맞추어 다듬어지고 변형됨으로써 작품의 구조

에 매끄럽게 편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공연의 논리에 따라 삶의 경험이 편집

되고 재구성되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한 예로, 공연은 보람이 학

창 시절 예술을 진로로 잡게 된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람은 고등학생 

때 B대학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실기과정을 이수했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

럽게 B대학의 입시시험을 봤으며 보람이 B대학 입시를 치르던 때 면접관은 

보람과 안면 있는 사이였다. 실기시험장에서 면접관은 보람에게 “보람아, 너 

허리가 왜 이렇게 뻣뻣하니?”라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경험은 작품에 그대

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런을 진행하면서 예술영재실기과정이 연극영화를 전

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이에 단원들은 예술영재실기과정 부분을 대

본에서 드러내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해당 부분을 드러내자 대본에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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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보람이 왜 B대학 입시를 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연극영화과를 검색하던 보람이는 B대학이 예술

계의 서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대사가 추가됐다. 변경된 작품

의 논리에 따르면 보람과 면접관은 안면 있는 사이가 될 수 없었다. 그렇게 

“보람아” 라는 대사는 “어머, 얘” 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장면은 

보람이 연극을 진로로 잡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공연의 논리적 흐름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세부적

인 사실들은 변형되고 재구성되었다.  

사실의 변형과 재구성은 3부의 ‘마주보기’ 부분에서도 이루어졌다. 보람

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는 1부와 2부에서 보람의 삶의 이력이 다른 배우들, 

즉 타인에 의해서 발화되는 것과는 다르게, 3부에서는 보람을 포함한 배우들

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직접 발화한다. 이 장면을 구성하고 있는 대사들은 

배우들이 직접 써온 텍스트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1차 텍스트는 공연의 형

식에 맞추어 극작팀에 의해 매끄럽게 다듬어졌으며 때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편집되기도 했다. 원래 3부에서는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기

로 되어 있었지만, 공연의 흐름상 최종적으로는 4명의 배우만 자신의 이야

기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대본을 4명의 이야기로 압축하는 과정

에서 배우들이 써온 대사는 작성자 본인이 아닌 다른 배우의 대사에 배치되

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배우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경험, 그리고 생각이

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과거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종종 과거에 있었음직한, 즉 가정법적인 이야기들을 복원하는 실천으로 이

어지게 된다는 것(셰크너 2004[1985] :73)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

실들의 변형은 작품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본 작품의 진정성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진정하지 못했던 생존주의적 자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

찰하는 반성적 자아를 전면에 드러내는 것에서 획득된다. 따라서 사실의 변

형은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수용되며, 진정성을 담고 있는 구조적인 틀

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연극평론가 남지수(2015a)는 기존의 다큐멘터리 연극이 사회의 거시적

인 문제에 주목하며 자료의 사실성 혹은 비허구성을 중시했다면, 현대적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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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연극은 미시적인 것에 주목하며 사실성보다도 진정성을 추구하

고자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뉴다큐멘터리 연극의 장르적 특징을 충실하

게 따르고 있는 본 작품은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을 활용

하고 있다. 진정한 것은 그것과 대비되는 진정하지 않은 것이 ‘가짜’일수록 

그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한다. 공연의 구조는 이러한 대비

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 본 공연에서 1부는 보람의 삶의 이력을 다루며, 2부는 보람이 현재 연

극이 재미없어진 이유를 탐구하고, 3부는 보람을 포함한 모든 단원들이 보다 

솔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출 보람은 단원

들에게 1-2부와 3부 사이에 단차가 생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1부

부터 2부까지는 “연극성”을 끌어올려야 하며, 그 후 3부에서 “그것과 반대

되는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어 “터닝”38이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본 공연의 1부와 2부는 시상식 컨셉으로 화려한 음악과 조명이 사용된

다. 배우들 또한 색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화려하게 꾸며

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배우들의 화술과 정서 또한 작위적이다. 보람은 1부

에서 정서는 “희노애락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 

연극성을 한껏 끌어올리기를 바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람이 1부에서 배

우들의 연기를 디렉션할 때에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관련한 비유들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중 보람이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합격한 

장면에서 보람은 “대한독립 만세처럼 해주세요” 라고 디렉션했다. 그리고 보

람이 현장에서의 부당함과 폭력을 참고 견디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는 장면

에서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됩니다” 처

럼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보람이 배우 커리어를 위해 일상생활을 버리고 건

강을 망치면서까지 노력하는 장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했던 일처럼 자랑스럽게” 발화해 달라는 디렉션이 주어졌다. 

 

38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의 흐름이나 호흡의 변화를 칭할 때에 ‘터닝’이라는 말을 사

용하였다. 본 용어는 극의 서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대사에서 호흡이 바뀌는 것을 칭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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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보람에게 디렉션을 할 때에 국가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는 이

유에 대해 묻자, 보람은 “디렉션을 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렉션을 사용했을 뿐 일부러 

국가 비유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실제로도 보람은 디렉션을 

할 때에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며 그와 비슷하게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전에 극단에서 했던 공연의 캐릭터처럼 연기해달라는 디렉션을 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1부, 즉 보람이 생존주의 논리에 따라 척하며 살아온 삶의 이

력에 대해 다루는 부분을 디렉션할 때에 유독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관련된 

비유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는 보람이 의식하든 그

렇지 않았든, 자신이 살아온 진정하지 않은 삶이 내포한 에토스가 한국 경

제 발전의 역사적 체험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김홍중 2015: 202)으로서 

감각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는 동시대 한국 청년들의 생존주의 레짐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존주의적 에토스는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

의 집합심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였다(김홍중 2015: 202)는 점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극성이 두드러지는 1부, 2부와는 다르게 3부에서는 척하는 삶을 청산

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마주보고자 하는 반성적 자아가 보다 전면에 드러난

다. 이러한 전환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3부에서는 화려한 음악과 조

명의 사용이 중지되며 기술적 장치들은 최소한으로만 활용된다. 배우들은 1

부와 2부에서 핸드마이크를 사용해 대사를 했지만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3부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소한의 무대 장치만 

갖추어진 적막한 극장에서 관객을 향해 서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에 대해 발

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처럼 1-2부와 3부의 대비는 대본의 내용 면에서 

단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들을 활용해 극적으로 연출된다. 

이러한 연출에 따라 3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반성적인 이야기들은 더욱 진정

한 것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전체 서사에서 강조되는 구조적 대비 외에도 본 공연에서는 작품의 진

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극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그중 중요한 것

은 기억과 경험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람의 삶을 다루고 있는 본 작

품은 그의 경험과 기억을 담아내고 있는 사진, 상장, 성적표, 일기장,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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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터뷰 등의 자료들을 연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작품이 활

용하는 자료는 고정된 기록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람이 개업 행사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하는 장면에서 한 배우가 

대사를 읽자 보람은 “약간 이런 거였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리듬감과 

목소리 톤으로 나레이팅 시연을 했다. 해당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은 꽤 오

래 전 일이지만 보람은 유려하게 홍보 문구를 이야기했으며, 이는 보람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처럼 기억이나 몸에 남겨진 흔적으로

서의 자료들은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이기보다 쉽게 왜곡되고 망가질 수 있는 

불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자료들은 사실로부터 멀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지닌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남지수 

2015a: 98-101). 진정성은 단순히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에서 

획득되지 않는다. 작품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동안 보람이 이 사회에

서 실격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러한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공연 창작에서의 자기 

탐구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는 흔적으로서 제시된다. 

진정성의 힘은 보람이 척하는 나를 벗어나 진정한 나를 추구하고자 치열하

게 노력하는 예술적인 자기 창조 과정에서 획득되며 공연에 활용된 자료들

은 이러한 진정성을 보증하는 증거로 활용된다(포터 2016: 192).  

무엇보다도 본 작품의 진정성을 높이는 가장 강렬한 자료는 무대 위에 

현존하는 배우의 몸이다. 물질로서의 몸은 켜켜이 쌓인 시간 속에 역사와 

문화와 경험이 새겨진 자료 그 자체로서 기능한다(남지수 2015a: 139). 특히 

공연자의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 무대 위에 노출되는 순간 진정성은 증폭

된다. 보람을 비롯한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종종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수없이 연습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들

이 대사를 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거나, 시선과 목소리가 흔들리거나, 목이 

메여 대사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일은 종종 발생했다. 배우의 몸이 가

지고 있는 불안함(insecurity)과 연약함(fragility)은 관객을 안심시키지 못하

고 계속해서 긴장하도록 만들며 그들의 발화를 더욱 진실한 것으로 만든다

(남지수 2015a: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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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연에서 진정성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주체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획득되며, 연극적 장치들은 이러한 반성적 주

체의 수행을 더욱 진정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완결된 작품으로서의 “진짜 이

야기”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진정한 것인가

의 여부이며, 진정성의 논리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은 편집되고 수정

될 수 있는 것이다.  

 

2. 진정성의 집단적 실천 

  

1) 교섭되고 재구성되는 진정성 

 

본 작품의 진정성이 자기성찰적인 자아를 전면에 드러내는 것에서 획득

되는 것이라면, 공연을 만드는 과정은 무대 위에 연출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아를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성찰과 반성은 공연에서 수행

될 뿐만 아니라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완성된 

공연텍스트는 일종의 ~이다(is)로서 다소간 변하지 않는 고정된 표현이지만, 

공연을 만들어가는 단계는 아직 고정되지 않은 마치~처럼(if)의 진술과 그를 

위한 테크닉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셰크너 2004[1985] :178). 공연을 만

드는 행위가 관점에 맞추어 경험을 배열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며 이 공연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점이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을 구

분해 진정함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연 제작의 과정 또한 진정한 자아

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 공연이 공동창작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행위의 

복원을 통한 이야기 만들기의 실천이 집단적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이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는 보람의 삶이지만 보람뿐만 

아니라 공연을 함께 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람의 삶의 이야기를 구조화

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보람이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

정에는 타인에 의해 대립적인 의견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토론과 교섭 행위

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개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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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나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가 다른 사람의 질문과 피드백에 의해 수정되

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몇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초벌 대본이 나온 다음 

날, 단원들은 대본의 어색한 부분들을 짚으며 대본 수정 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의 사례에서 단원들은 20대 시절 배우로 활동하던 

보람이 연극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을 참고 견디다가 연극을 그만 두기

로 결심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람: 연극을 그만둔 게 [눈에] 잘 안 들어 오는 거 같아. 성폭력 이야

기가 나오고, 연극 그만둔 얘기가 나오고, 바로 경제 호황기로 넘

어가는 게 (…) 

지우: 어쨌든 연극을 그만둔 게 보람이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보람: 그런가? 나는 그냥 직장 그만두는 거 같았는데. 

지우: 아 그래요?  

보람: 여기 지금 뭔가 빠져 있어. 어쨌든 여기는 수정해야 돼. 생각해보

자. 

      (해당 부분 수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몇차례 오간다) 

지우: 그런데, 아까 보람님이 말씀하신 거, 배우를 그만 두는 게 정말 

직장을 그만 두는 거랑 같은 게 진짜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

셨으면 좋겠어요. 

[대본 수정 회의, C공연장 연습실, 2021년 11월] 

 

위의 사례에서 지우가 “연극을 그만 둔 게 보람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 

이라고 이야기하자 이 경험의 당사자인 보람은 심드렁한 태도로 “그냥 직장 

그만 두는 거 같았는데”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우는 그의 대답이 “진짜”로 

솔직한 것이 아니며 보람이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지우는 이미 논의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음에도 화제

를 돌려 보람의 답변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배우를 그만둔 경험에 대한 보람

의 이해가 진짜 솔직한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단원들은 보람이 창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

에서 자기성찰을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람의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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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람이 자신의 삶을 다르게 비추어볼 수 있도록 돕는 거울의 역할을 수

행할 뿐만 아니라 보람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다. 공

연장에서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지우는 3부에서 보람뿐만 아니라 다른 

극단 구성원들 또한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고백하는 ‘마주하기’ 장면

이 생겨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우: 김보람이라는 사람이 이 공연을 하면서 더이상 작품에 나오는 인

물이나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담론 뒤에 숨지 않고 싶다. 앞에 나서

서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출연

하고 있는 배우로서 그러면 나는 김보람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가? 

(…) 뭐 이런 고민에서 이 장면들이 시작됐던 거 같아요. 김보람이 

가진 문제가 저랑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서로서로 영향

을 주며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만들고 서로 털어놓고 

얘기해 보게 된 것 같고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습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를 마주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나를 마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나를 합리화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마주하기란 장면이 생겼던 거 같아요.  

[관객과의 대화, C공연장, 2021년 12월] 

 

지우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주하기 장면이 생긴 이유는 보람이 자신의 

작품이나 담론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해보겠다고 다짐한 이 

연극에서 이를 함께 하는 동료들이 보람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그의 동료들 또한 공연을 통해 스스로를 마

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는 집단적으로 진정성을 추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지우는 혼자서는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이 불가능하

며 타인을 통해서만 “진짜 나”를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자

기반성적 자아가 타인을 경유해서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는 말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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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나를 꺼내보이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타인의 

영향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 S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반성적 성찰로 이끄는 촉매제이자 반성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혜준은 극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혜준은 본 극단에 입단하기 

전 D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한 적이 있었다. 해당 극단의 대표가 단원들을 대

상으로 성폭력을 행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극단이 해체되자 그는 더이상 

그곳에서 공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배우들이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

를 써오기로 했을 때, 혜준는 D극단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적어 갔다.  

 

혜준: 제가 D극단에 관련된 것들을 썼어요. 성위계 폭력 피해 동료들에

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안을 보면, 동

료들이 짚어준 건데, 너는 그 동료들에게 미안한 것보다도 네 인생

에 있어서 상승 곡선을 찍고 있었을 때 극단 대표라는 사람이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너를 낙동강 오리알로 보내가지고 네가 성공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그 D극단에 화

나 있는 거지 그들에게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있느냐. 너는 그

러면 이 장면의 목적을 그 피해 당사자들을 소스로 삼아서 이용한 

거 아니냐. 그걸 되게 인정하기 싫었는데,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전 

진짜로 사과 진심이었는데. 근데 곱씹어보면 볼수록 정말 이용한 

거 [더라고요],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혜준,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위의 사례에서 혜준은 D극단 성폭력 피해자 동료들을 향한 자신의 사

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것이 진심이 

아니며 자신이 공연의 소재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

게 되었다. 혜준은 공연 창작 과정에서 자신이 종종 이런 경험을 한다며, 

“분명히 솔직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더 솔직한 이면들이 있고, 그걸 단

원들이 항상 끄집어내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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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보며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는 과정은 혜준에게 이면에 숨겨져 있던 솔직함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었다.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게 되는 스스로의 솔직한 

모습은 발견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창조되는 것이기도 했다. 혜준이 글을 썼

던 당시 그는 자신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마

음은 해당 시점에서 그에게 진실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료들

은 이러한 혜준의 마음이 진실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혜준의 마음을 추측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이

후 성찰을 통해서 혜준은 자신의 사과가 사실은 거짓된 것이었다는 깨달음

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함에 피드백을 해준 동료들의 의견을 대

부분 수용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은 대상에 존재론적 변화를 불러일으키

는 수행적 특징을 가진다. 그의 사과하는 마음은 글을 쓸 당시에 솔직한 것

이었고 그 이후에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재의미부여된 것이지만, 이러한 새

로운 의미부여가 발견으로 이해됨에 따라 그의 사과는 ‘언제나-이미

(always-already)’ 솔직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존재론적 도약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김민영 2019: 82-86).  

진정성을 집단적으로 실천하며 솔직함에 대해 교섭하는 과정은 결코 평

탄하지 않으며 다양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자는 대본이 완성된 후 

연습 현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는 3

부 마주보기 부분 텍스트의 집필 과정을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다. 연구자의 

합류 시점에 단원들은 해당 텍스트를 감정적으로 느끼기보다 작품을 구성하

는 대본으로서 바라보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면담과 관객

과의 대화, 합평회에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주보기 부분을 집필하는 과

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본을 만드

는 과정에서 “진짜 진솔한 이야기와 거침없는 대화들”이 오갔다는 점을 언

급했다. 합평회에서 단비는 장면 발표를 하며 나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이 

“집단 심리상담”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후에 단비로

부터 마주보기 장면의 창작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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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혜림님이 언제 왔죠?  

연구자: 11월 초에 왔어요. [연구 요청] 메일은 10월 초에 보냈었는데, 

그때 지금 프로덕션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

고 지금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대본 나온 날

부터 참여했어요 (…) 

단비: 왜 장면 발표 때도 있었던 거 같지? (웃음) 사실 공동창작을 보려

면 장면 발표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연구자: 맞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단비: 근데 10월 초면은 한창 분위기 안 좋을 때라서 (웃음) (…) [장면 

발표] 마지막에는 나의 이야기도 좀 써왔었는데, 우리 대본에 들

어간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때는 더 좀 날것이었어가지고. 사람들 

읽으면서 다 울고. 거기에 당사자들이 다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이해했냐, 하면서 약간 서로 안 좋고. 그

래서 이야기하면서 풀고 그러면서 울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연구자: 아 그래서 그때 [합평회 때] 집단 심리상담 같았다고 이야기한 

거구나.  

단비: 네 맞아요.  

[비공식 면담, 단비, 여성, 연출부, 2022년 1월] 

 

배우들이 써온 텍스트는 주로 극단에서 벌어졌던 사건 또는 극단 내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각자가 써온 솔직한 이야기에는 서로

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집단 심리상담”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마주보기 장면의 창작 과정은 각자가 써온 텍스트를 기반으로 서로의 입장

과 관점을 교환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자신의 입장을 비추어보며, 해결되

지 않은 채 남아있던 감정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본에 

수록된 텍스트는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많은 대화와 

타협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물로서 완성된 배우들의 자기 고백 서사를 살펴보면, 몇몇 배우들

의 대사에는 ‘원래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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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문장이 등장한다. 이는 마주보기 부분의 공동집필 과정이 경험

에 대한 재의미부여를 동반하는 수행이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혜준

의 사례에서 혜준의 사과가 진정한 것에서 언제나-이미 진정하지 않았던 것

으로 바뀌었듯이, 3부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 또한 이와 비슷

한 방식으로 존재론적 변환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물로서

의 자기 고백이 공통적으로 자기 반성적인 어조를 띠고 있는 것은, 배우들

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진정함을 교섭

하는 과정에서 그들 경험의 많은 부분이 언제나-이미 진정하지 않았던 것으

로 재의미부여되는 수행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솔직한 이야기는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장면의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솔직함이 공연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솔직함인지에 대한 가치 평가

가 일어나기도 한다. 연출부 단원들은 공연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마주보기 

부분의 몇몇 텍스트는 공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를 “발생”시키

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몇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텍스트는 결국 공연에서 제외되

는 것으로 결정됐다. 솔직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모두 달랐기 때문에 때때로 

배우들이 써온 글이 충분히 솔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도 했다. 공연 전 연습실에서 몇 차례 진행된 런에서, 외부 참관인들은 마주

보기 부분에 대해 배우들이 다들 비슷한 반성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

적 피드백을 주었다. 3부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수는 3부가 비

판적 피드백을 받는 이유에 대해 “배우들이 솔직하게 못 들어가고 있기 때

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민수: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거냐, 왜 반성으로 

끝나느냐. 배우들이 솔직하게 못 들어가고 있어서인 거 같은데 (…) 

방관했고, 뭘 안 했고, 이런 게 나오면 자기 반성인 거고. 아까 지

우님도 내가 한 행동이 합리화로 보이면 어떡하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합리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까

지 가야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썼는데도 내가 합리화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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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리화인 건 알겠는데 마음은 정당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

은 척한다, 이렇게 더 밑의 얘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람: 더 솔직해져라?  

민수: 네.  

보람: 지우는 지금 꽤 솔직하지 않아? 혜준도 최선 다해서 솔직한 거 

아니야? (…)  

[대본 수정 회의, C공연장 연습실, 2021년 11월] 

 

민수가 생각했을 때 배우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피드

백이 들어오는 이유는 배우들이 자기를 성찰한 결과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그 과정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솔직한 자기 이야

기는 성찰의 결과로서 도출된 결론뿐만 아니라 그 중간 과정, 즉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 정당함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혼란들까지 전

부 포함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람이 생각하기에 지우와 혜준를 포함

한 몇몇 단원들의 텍스트는 이미 충분히 솔직한 것이었다. 다른 배우들 또

한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민수의 말에 난색을 표했다. 유찬은 “저는 솔직하

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건 뭐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지우 역시 “저도 이미 솔직한 거 같은데, 뭘 수정해야 할 지 모

르겠네”라며 구체적인 수정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들에게 자신

의 글은 충분히 솔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솔직해야 한다는 민수의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타인에 의해 솔직함이 평가되는 상황은 때때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솔직

함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지의 경우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피드백에 따라 몇차례 글을 수정해갔지만 공연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솔직한 이야기를 써가지 못했고 결국 그의 이야기는 대본에서 제외되

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느꼈던 답답함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현지: 아무래도 공연화를 해야 하니까 공연에서 오케이 될 수 있는 범

위가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와야 공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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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런 게 있었죠. 저도 그 과정에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맞는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서 다시 써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 1차로 쓴 내 텍스

트가 정말 솔직하게 쓴 건데 이게 공연에서 말하는 솔직함이 아니

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되게 답답했었던 거죠. 솔직함이란 뭐지? 

그럼 내가 꾸며내고 있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래서 썼

다가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지, 배우, 개별 면담, 2022년 2월] 

 

현지는 자신이 솔직하게 쓴 텍스트가 계속해서 타인으로부터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자 솔직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음을 언급하

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는데, 자신이 솔직하게 

쓴 텍스트가 정말 솔직한 것이 아니며 꾸며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배우로서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는 창작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으며 이는 “나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어, 이걸 해야지 성공한 건데”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음을 이야

기해주었다. 현지는 본 프로덕션의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연이 끝

난 후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걸 회피하려는 사람이구나. 이

런 걸 좀 불편해 하는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

는 게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창작 과정에서 솔직함을 중시하며 진정성을 집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실천은 솔직함에 대한 평가와 교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이

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의 솔직함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솔직함이 정말로 솔직한 

것인지 재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솔직함을 

솔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재의미화하고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재구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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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솔직함에 다가갈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수

용하기도 한다.  

 

2) 솔직함의 감정적 문법 

 

창작 과정에서 공연에 사용될 수 있는 솔직함과 그럴 수 없는 솔직함이 

구분되며 이러한 평가가 솔직해지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을 야기하기도 한다

는 점은 공연에서 수용될 수 있는 솔직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솔직함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는 종종 이에 대한 토론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

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솔직함이 공연을 통해 발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에 극단 S의 작품에서 수용될 수 있는 솔직함은 특정한 문법을 갖추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솔직함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에 이는 반드시 자기 비판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본

에 수록된 배우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

하는 텍스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 한 관객은 “스스로

에게 비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관객이 배우들의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비

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솔직한 

이야기가 수행하고 있는 자아 비판은 자기 비난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혹독

하다.  

공연이 다루는 보람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가 사회에서 생

존하기 위해 투쟁해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어떤 경험들은 그에게 여

전히 외상적인 것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던 과거의 자신을 연민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진정하지 못한 모

습으로 살아왔다는 점에 집중해 과거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가혹할 만큼 비판적인 시선을 취하는 것은 다른 배우들 또한 마

찬가지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겁한 가해자” “뼛속까지 지긋지긋한 회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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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경멸스러운 제 자신” “착한 사람인 척 연극해온 사람”으로 칭하며 사

회에서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자신을 감추고 아닌 척 해왔다고 이야

기한다. 이처럼 솔직한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은 자신이 감추기 위해 애써왔

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모순적인 사람으

로 규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비겁한 가해자”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극단원들의 자기반성적 텍스

트에는 스스로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문장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극단 S는 피해자 중심적 윤리에 기반한 정치적 올바름

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들이 스스로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중요한 서사로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적 윤리에 기반해 자신의 가해자됨을 고백하는 것이 솔직함의 중요한 

요소로 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적 윤리가 극단의 인간관계

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진정성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기 고백은 스스로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느낌, 즉 부끄러운 

감정을 동반한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관객이 던진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 준희는 스스로를 마주하는 과정을 치부(恥部)를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

하였다. 

 

준희: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작업 연습 초반 때는 서로를 마주하고 내 

자신의 어떤 치부라고 한다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주하

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

게 나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로가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그걸 마주한다라고, 이렇게 환경이 연습 과정에서 조성이 되면서 

각자 나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치부, 나의 어떤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오히려 앞으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질문을 같이 

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C공연장,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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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치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감

추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감정을 동반하는 수행이다. 관객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는 관객의 질문에, 배우

들은 공통적으로 “도망가고 싶고 부끄럽다”고 언급하였다. 배우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내면에 강렬한 감정적 역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몸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들은 대사를 발화하면서 종종 울먹거

리고, 얼굴 근육에 힘을 주고, 몸을 떨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시선을 불안하

게 옮기거나 고개를 숙이고 아래쪽을 응시했다. 때로는 목이 메여 대사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기도 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들

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배우들의 자기 이야기는 연습실에서 단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을 때

보다 새로운 관객들 앞에서 수행되었을 때에 더욱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습실에서는 비교적 담담하게 대사를 발화하던 배우들은 

공개 런이나 공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행을 할 때 더 두

드러지는 몸의 변화들을 보였다. 창작 과정에서 단원들은 동료들에게 자신

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개하고 스스로가 생각한 솔직함의 이면에 있는 치부

까지 모두 드러내는 과정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들은 정도는 다를지라도 모

두 서로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드러낸 사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우들은 연습실에서 해당 대사를 수없이 연습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단원

들은 익숙한 관객이다. 그러나 공개 런 또는 공연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적이 없는 낯선 관객들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

러내는 현장에 매일 새로운 “친밀하지 않은 관객들”(정향진 2020: 168)이 

방문한다는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질 수 

없는 것으로 만들며 이에 동반되는 감정 또한 무뎌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강렬한 심리적 역동을 동반하지만, 이와 같은 감

정은 표현되기보다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번은 보람의 성폭

력 경험을 다루는 장면을 연습하다가 한 배우가 울음을 터뜨리자 울음이 순

식간에 번져 연습실이 눈물 바다가 된 적이 있었다. 거의 모든 단원들이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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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황에서, 보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러분 공연에서는 절대 울면 

안돼요”라고 강조했다. 보람은 연출로서 감정 통제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

는 사람이면서도, 공연의 주요 소재가 되는 사람으로서 감정 통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대사를 읽다가 눈물이 나올 때마다 “죄송

합니다”라고 동료들과 관객들에게 사과했으며 “안 울면서 읽을거야. 그게 나

를 구원하는 거기도 하고”라고 매번 다짐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이러한 감정 통제가 혹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습실에서 진행된 공개 런에서 한 배우가 마주

하기 장면의 대사를 하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퍼

포먼스는 끝까지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해당 배우는 무대에 홀로 선 채 

자신의 감정을 버텨내며 공연을 마쳤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단원

들 또한 울거나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런이 끝난 후에 그를 

달래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혼자서 빠르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 아무

렇지 않게 돌아와 웃으며 런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감정

적 여러움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었음에도 런이 끝난 후 아무도 그를 위로

하러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

정적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온전히 스스로 감당함으로

써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정 통제는 배우들의 자기 고백이 궁극적으로 작품의 일부로서 일관되

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자

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반 게넵의 통과의례 이론에 따르면 통과의례는 분리-전이-통합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터너2005[1969]: 145). 첫째는 분리 단계로, 이 단계에서 

신성한 시공간과 세속적 시공간은 분명하게 구분되며 의례 참여자는 일상생

활과 관련된 세속적 시공간으로부터 분리된다. 연극적 세계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일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연극

적 세계에 진입한 배우는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극장

은 일상생활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벗어나 솔직함을 드러내는 공간

으로서의 신성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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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두번째 단계는 전이 단계로, 이 단계에서 의례 참여자는 기존의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상태의 속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애매성의 상태

를 통과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의례의 참가자들은 권위에 순종하고 침묵할 

것을 요구받으며, 비천한 존재가 된다. 예를 들어 은뎀부족의 추장 임명의례

에서 추장으로 추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한 대접을 받으며 자

신에게 행해지는 비난과 모욕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터너 2005[1969]: 

153-161). 이와 유사하게 극장에서 진행되는 진정성의 의례에서 배우들은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에 따라 “비겁하고 거짓되며 경멸스러운” 인간이 된다. 

배우들은 친밀하지 않은 관객들 앞에서 치부를 드러내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견뎌낸다. 이 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은 정해진 대사에 

따라 말해져야 하는 것이며 고정된 언어적 형식은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Bl

och 1974). 외부에서 관찰되는 신체적 반응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자기고백

은 고통스러우며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감정

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버텨내야 한다.  

 

나래: 제가 발언을 할 때마다 관객들이 이렇게 다 저를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무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이 감정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 공연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너무 무섭고 그럴 때마다 얼굴 빨개지고 눈

물도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내가 자꾸 말하면서도 저는 불쌍

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은] 자꾸 유혹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있는 그대로 그냥 말만 전달하려고 [해요].  

[나래,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우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주의하는 게 스스로의 연민에 정말 빠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로 

마주한다라는 생각으로 말하려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

는데, 그것이 잘 되었나라는 걱정도 앞서고.  

[관객과의 대화, C공연장,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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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배우들은 의례의 혹독함을 견디지 못하고 감

정에 빠지는 것을 “자기 연민”이나 “합리화”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래는 극장에서 마주하기 장면을 수행할 때마다 동반되는 감정의 

강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수행은 고통스러운 것이

어서, 이를 버텨내기보다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연출하고 싶은 유혹을 

만들어낸다. 나래의 마주하기 발화 과정은 자기 연민의 유혹을 견뎌내고 “있

는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현 또한 해당 장면

을 수행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의례의 감정적 규칙에 따라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의례의 과정이 끊임없

는 자기 통제와 감정의 절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숭고함과 

“성스러운 힘(터너 2014[1982]: 46)”을 동반한다. 

통과의례의 마지막 단계는 통합으로, 배우들은 연극이 끝난 후 극장 밖

을 나서며 일상생활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은 분리-전이-통합의 구조는 현

실 세계에서 연극적 세계로,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 내부의 구조를 통해서도 재현되고 있다. 적막

한 분위기에서 배우들의 자기 고백이 끝난 후 극장은 다시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찬다. 배우들은 과장되게 웃으며 최선을 다해 ‘척하는’ 모습

을 보이면서 무대에서 퇴장한다. 의례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함으로써 보다 진실하며 순수한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척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보람: 우리가 1, 2 부에 굉장히 척하잖아요. 3부에서 마주보기 하고. 엔

딩에서 다시 척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  

지우: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벗어날 수 없는 척의 굴레. 이게 더 가

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수: 마주보기에서 끝나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어떻게 내 인생을 평

생 마주보면서 살아. (웃음) 다시 척하면서 살아야지. 

보람: 그거 그대로 얘기할까? 

준희: 마주 봤던 것도 사실 연극의 틀에서 마주본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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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우리 안에서만 왜 이렇게 끝나는지 합의가 되면 될 거 같아요. 

민수, 유찬, 준희: (동시에) 살아야 되니까. 

[대본 수정 회의, C공연장 연습실, 2021년 11월] 

 

위의 대화에서 단원들은 “살기 위해”, 즉 일상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

해 반성 의례는 마무리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연의 논리

에 따르면 자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자아는 척하는 자아와 구별되는 진

정한 자아이며 세속적인 자아보다 순수하고 진실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자아는 일상생활로 편입되기 위해 다시 “진정하지 않은” 상태

로 돌아가야만 한다. 작품이 비유적으로 드러내듯이 통과의례를 마친 배우

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의례에 참여하기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낯선 관객들 앞에서 치부를 드러내며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진정함과 진정하지 

않음의 대립적 구조, 그리고 진정성에 기반한 도덕성의 원리는 인지적으로 

학습되기보다 몸을 통해서 체화된다. 한 번의 수행이 배우들을 완전히 이전

과 다른 존재로 변환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형식화된 의례는 

공연이 진행되는 몇 주의 기간 동안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배우들은 점차적

으로 의례가 표상하고 있는 의미의 구조들을 몸으로 습득하게 된다.  

그런데 마주보기의 과정이 극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성”과 포개어지면

서, 극단원들에게 이는 개인이 개인을 마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를 

마주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즉, 이와 같은 제의는 개개인이 더 진정

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일 뿐만 아니라 극단이 더 나은 집단으

로 나아가기 위한 반성적 실천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극단원들에 따

르면 최근에 극단에서는 지침서에 기반한 규범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인원들이 극단을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은 집단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는 공연에서 

망가진 케이크의 메타포를 통해 표현되기도 했다.39  

 

39 해당 장면을 작성한 단원은 “축하의 모순”을 표현하기 위해 케이크라는 오브제를 

활용했음을 이야기했다. 극단은 평단으로부터의 좋은 평가와 큰 상을 받으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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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들이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각자가 써온 마주보

기 텍스트는 극단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극단 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집단적인 반성과 진정성의 실천은 ‘나를 마주하는 과

정’을 넘어서 ‘우리를 마주하는 과정’, 즉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를 더욱 

진정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해당 텍스트가 단원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되고 재의미화됨에 따라 결과물로서의 텍스트

는 극단에서 중시되는 인간관계의 규범, 그리고 극단이 추구하는 피해자 중

심적 윤리를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극단원들은 관객과의 대화에서 마

주보기 장면을 “우리가 우리를”, “극단 S인 우리가 극단 S를 마주보는 과정”

으로 칭하고는 했으며, 이를 극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정화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극단원

들은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극단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

이라고 기대하였다. 즉 통과의례에서 진정함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자는 독

립된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며, 

이들의 통과의례는 극단이라는 집단을 더욱 진정하고 윤리적인 공간으로 만

드는 정화 의례를 구성하는 일부로 편입된다.  

본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단원들이 이와 같은 의례적 수행에 동참하고

자 한 것은 아니다. 한 배우는 관객과의 대화에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

제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잘 살기 위한 방법

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극단

원들은 해당 배우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진정성 추구가 내포하

고 있는 도덕적 가치는 극단원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

하는 듯했다. 어떤 배우들은 의례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례가 요구하

는 솔직함을 수행하는 데에 실패하기도 했다. 마주보기 의례가 도덕적 가치

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실패의 느낌은 스스로를 “용기 없는 사람”  

또는 “배우로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이를 해내는 동료

 

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지만, 사실 극단 내부에서는 “누군가는 케이크를 파

먹고 누군가는 파먹힘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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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경외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동반하

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극단원들은 연극을 통해 진정한 스스로의 모습

을 마주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 때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은 집단적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극단원들은 각자가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더욱 잘 마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거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개인의 경험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솔직한 자아의 모습은 발견됨과 동시에 창조된다. 진정한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단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고자 한다. 단원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부끄러운 감정

을 견디면서 일관적인 자기 고백 퍼포먼스를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공연을 

통해 솔직한 스스로를 마주하는 과정은 ‘진정한 나’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공연을 통해 수행되는 

단원들의 통과의례는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되는 것이라기보다 극단이 더 나

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례의 일부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연극을 

통해 수행되는 극단의 진정성 프로젝트는 구성원들에게 지속적 변환을 만들

어내는 제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관객과의 소통으로 완성되는 공연 

  

1) 우리 이야기를 넘어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철학자 앤드류 포터는 진정성 프로젝트의 핵심이란 자신의 내면과 외면

을 일치시키고, 나다워지고, 그런 나를 남들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2016[2010])이라고 보았다. 이는 진정성 프로젝트는 언제나 이를 지켜봐 

줄 관객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들이 자기를 마주하는 과정

에 함께하는 관객들은 의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참관자 역할을 수

행한다. 그러나 관객은 본 공연에서 배우의 이야기를 듣는 수동적 참관자 

또는 관찰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극단원들 또한 이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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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관객은 진정한 연극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공연의 제작과 진

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극단 S의 단원들은 연극을 한다는 것은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며, 극장

은 관객과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프로덕션 과정에서 단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보람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단원들의 이야기를 관객이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 관객의 삶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야만 관객들은 이야기에 귀

를 기울일 것이고, 관객이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만 이야기는 의미 있는 것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단원은 “공연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을 공유하고

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이 좋아하지 않으면 공연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극단이 상정하고 있는 청자, 즉 

관객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져야 했다. 그런데 보

람을 비롯한 단원들은 모두 공연이 다루고 있는 서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배우들은 연습을 진행하면서 종종 “관

객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는 했다. 보람은 본 공연을 연출하면서 

공연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 했으며 그것이 연출을 하는 데 큰 어

려움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었다.  

 

보람: 소재가 저였고 소재를 극작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거리를 못 두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 쓰는 게 다른 때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못 덜어내

고, 뭘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이야기라서. 남의 이야기할 때는 아닌 걸 쳐내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쉬웠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었고. 연출을 하게 되

면서 힘들었던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배우 하면서 동시에 연

출을 하게 되니까, 밖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잡히는데 인(in) 

해 있으니까 이게 아예(웃음) 불가능해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보람, 연출, 여성, 개별면담,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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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은 공연 전체를 관망하면서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연출이

었다. 그런데 그는 공연의 주요 소재이면서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이기도 했

다. 그는 이야기 밖에서 외부자의 시선(etic)으로 작품을 분석해야 하는 사람

이지만 동시에 작품 내부에 가장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내부자적 관점(emic)

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터너 2014[1982]: 106). 보람은 내부와 

외부의 시선을 동시에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연출을 하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는 보람이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을 바라보

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람은 언제나 “내가 관객 중

에 1번 관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작품의 방향성을 판단하며 디렉션을 하지

만, 이번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덕션에서는 외부 참관인들에게 런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람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편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피드백이 중요했다고 이

야기했다. 단원들은 공개 런 때마다 본 프로덕션에 참여하지 않는 단원들을 

포함해 자신의 지인들, 스태프들 등 외부 참관인들을 불러 공연을 보여주고 

자세한 피드백을 요청하곤 했다. “완전히 우리를 모르는 사람”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며 연구자에게 극단 S의 연극을 한번도 본 적 없는 지인을 데려와

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단원들은 종종 연구자에게도 피드백을 요청

했는데, 특히 이 이야기가 “너무 개인적인 것”이나 “예술가 얘기”로 느껴지

지는 않는지에 대해 자주 물었다.  

단원들은 사람들에게 받은 많은 양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

습을 보였다. 한차례 런이 끝난 후 피드백이 수합되고 나면, 다음날에는 다

같이 모여 피드백 목록을 읽으며 피드백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종 “우리끼리만 재밌는” 대사나 “연극영

화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은” 내용, “관객에게 필요 없는” 정보

들이 발견되었다. 보람은 관객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드백을 반영해 거침없이 대본을 수정하

고는 하였다. 어떤 피드백들은 대본의 많은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은 기꺼이 감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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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은 대부분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모

든 피드백이 대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단원들 개개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즉 이야기의 핵심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반하는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연습실에는 종종 긴장감이 감돌았다. 때때로 단원들

은 이러한 피드백에 대해 “이건 그냥 관객 한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켜내고자 했다. 피드백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켜내면서도 청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균형 맞추기의 성격을 띠었다. 이처럼 공동창

작을 통해 팀의 차원에서 한 차례 조율된 개개인의 이야기는 관객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타협의 과정을 거쳤다.  

단원들은 개개인이 하고싶은 이야기와 관객들이 듣고 싶어할 만한 이야

기 사이의 긴장을 개인성과 보편성 사이의 긴장으로 이해하고는 했다. 본 

작품의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C공연장의 담당 프로듀서는 이 공연이 “보편성

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자주 해주었기 때문에 보편성의 문제는 종종 단원

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었다. 프로듀서로부터 보편성 부족과 관련한 피드백

을 받은 어느 날, 보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개인의 “일기”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 이상의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 배우는 “그런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원하는 걸 얘기 못하게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단원들은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40라는 문구를 종종 언

급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의 힘을 믿고자 했지만 공연이 시작되어 관객의 

반응을 직접 보기 전까지 자신들의 이야기가 관객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가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출부 수호

 

40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private is the political)” 라는 

문장은 1960년대 학생 운동과 제 2물결 페미니즘 운동(the second wave of feminism)

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가 되었던 표어이다. 1960년대 후반 페미니즘 운동은 이와 

같은 슬로건 아래 그동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제로 치부되었던 성적 질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냄으로써 여성들의 삶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김보명 2018a: 234, 2018b: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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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 공연 전날까지 관객의 반응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첫 공연 날 

배우들의 이야기에 감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본 이야기의 

힘을 믿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었다.  

 

수호: 우리가 아무리 판단을 하려고 해도 이 공연 너무 어려웠고. 그래

서 공연 전날까지도 감이 안 잡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공

연을 무대 뒤에서 보는데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관객분

들 모습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 잘 듣고 

있다라는 게 모니터에서 딱 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

면서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같이 울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지점

에서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연극하는 우리 얘기였으면은 

다들 뒤로 빠져 계시지 않았을까. 

연구자: 공감대가 어디에서 형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수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인적인 게 정치적인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 그 문제들이 

사회랑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 일어

나는 일들이니까. 근데 그걸 믿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연으로 잘 풀어내면은 이 공

연이 보편성을 띨 수 있다라는 거를 믿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수호, 연출부,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수호는 창작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인 힘을 가질 수 있

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려웠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작품의 창작 과정은 청자의 반응을 완전히 예

측할 수 없는 가운데 그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그에게 이야기가 어떻

게 받아들여질지를 가늠하며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도 

관객은 이미 제작 과정에서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존재감을 행사하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객들이 단원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 주었

을 때에 비로소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으며, 단원들이 준비한 솔직한 이야

기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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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자와 관객의 공동현존 

 

관객과의 소통이 진정한 연극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라면, 이

는 어떤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퍼포먼스 이론가 에리카 피셔-리히테는 

행위자와 관객의 신체적 공동현존(Ko-Präsenz)이 공연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보았다. 즉 공연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

자와 관객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모여 긴장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피셔-리히테 2017[2004]: 63). 피셔-리히테가 공연을 ‘긴장된 시간’이

라고 표현하였듯이, 첫 공연 날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자 연구자는 극

장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새로운 관객들이 계속해서 입장하는 가운데 좌석에 자리를 잡은 관객들은 

무대를 관찰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북을 읽기도 했으며 동행인과 이야기를 나

누기도 했다. 관객들의 움직임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로 공연장에는 이

전에 없던 에너지가 감돌았다. 관객들이 객석을 채울 동안 배우들은 백스테

이지(backstage)에서 곧 시작될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연습 때보

다 한층 긴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곧 관객을 만날 것이 기대되고 

설레는 듯했다.  

합평회에서 태윤은 자신이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감이 감도는 이와 같

은 시간을 좋아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후에 태윤과의 면담에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태윤: 백스테이지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면 배우들이 자기가 서 있는 

부분, 맨날 그 스팟에 서 있거든요. 

연구자: 항상 같은 자리에요? 

태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각자 스팟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다들 긴

장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저희

가 무대 위로 올라가기 전에 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간을 벗어나면 이제는 모든 게 짜여진 대로 돼

야 되니까. (…) 스탠바이 시간이 목표로 나가기 전 전장이라고 하

면,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의기 투합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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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말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화이팅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공간에 같이 있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합일점이 모아지는 부분이 진짜 좋았던 거 같아요. 

[태윤, 배우, 남성, 개별면담, 2022년 2월] 

 

태윤은 백스테이지에서의 스탠바이 시간을 전장에 나가기 전의 순간으

로 묘사하고 있다. 무대에 올라가 관객을 만나는 순간 배우들은 관객과 함

께 호흡해야 하며 모든 것은 “짜여진 대로” 흘러가야 한다. 따라서 백스테이

지에서의 시간은 배우들끼리 결의를 다지는 마지막 순간이자 전장에 출격하

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태윤에게 동료들과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강렬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면 배우는 무대에 올라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약속된 

퍼포먼스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 피셔-리히테는 극장에 공동현존하는 배우

와 관객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자동 형성적 피드백 고리

(autopoietische feedback-Schleife) 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배우의 행동

은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객의 반응을 촉발하며, 관객의 반응은 다시 

배우와 다른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피셔-리히테 2017[2004]: 

80). 연구자는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배우들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영향

을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객들의 리액션이 활발한 날에는 배우들

이 흥이 올라 즐겁게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관객의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배우들은 관객의 마음을 열고 가라앉은 에너지를 끌

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본 공연에서는 관객과 배우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공

연 참여자들간 상호영향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본 공연

의 무대는 프로시니엄(proscenium)41 형태가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41 객석에서 볼 때 원형이나 반원형으로 보이는 무대를 말한다. 프로시니엄 극장에
서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관객은 영화를 보거나 액자 속의 사
진을 보듯이 틀을 통해서 연극을 보게 된다.  

매일경제, “[매경춘추] 블랙박스 극장,” 2017.10.19 (2022.5.20 접속)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7/10/6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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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관객을 기준으로 양쪽에 무대가 두 개 있고, 두 무대를 잇는 통로가 

있으며 통로 옆에는 원형의 테이블이 여러 개 배치되어 있었다. 통로의 중

간 즈음에는 좌석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연출은 이곳에 앉아서 공연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다. 보람은 연출석에서 무대에서 펼쳐지는 복원된 자

신의 삶을 마주하며, 이러한 보람의 모습은 관객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다. 관객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 앉도록 되어 있었는데, 배우들 또한 관객들 

틈에 섞여 앉아 있다가 무대 위로 올라가 약속된 퍼포먼스를 수행한 후 다

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그림 1] 무대의 구조 

 
 

이러한 자리 배치는 배우와 관객 그리고 연출이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

을 강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퍼포먼스가 진행되도록 했다. 연구자는 세 차례 

관객으로서 공연에 참여하였는데,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관객들과 마

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출석에 앉아있는 보람의 모습과 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시

선을 사로잡았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장면을 수행한 후 테이블에 돌아와 앉

았을 때 그의 몸에 흐르는 땀이나 숨소리, 몸의 열기, 움직임은 선명하게 전

해졌다. 배우의 몸은 물질성을 가진 육체로서 감각되었으며 에너지는 몸과 

몸을 통해 흐르면서 극장이라는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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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퍼포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

사를 발화할 때 배우들은 외운 것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대화

해야” 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좋은 연기란 어떤 연기인지를 물었을 때 대

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대화하

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보람 연출이 배우들에게 하는 디렉션의 대부분은 

혼자서 연기하지 말고 관객들에게 “말하듯이” 대사를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배우들이 주어진 대사를 발화하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일 때 보람 연출은 종

종 “혼자 가고 있다”며 “관객들에게 말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배우

들은 공통적으로 대사를 “잘 하려고” 의식하는 순간, 즉 자의식에 빠져드는 

순간 관객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아래의 사례

에서 지우는 공연에서 이루어지는 관객과의 소통을 연구자와의 면담 상황에 

비유하며 연기를 할 때 “딴 생각 하지 않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우: 이 관객들이 공연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나

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믿지 않는 순간 다 이상해지

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들이 자꾸 저 같은 경우 믿지 않는 순간

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두렵고 걱정되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 깨져버려

가지고. 

연구자: 그런 생각을 하면 [무언가] 깨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지우: 네 느껴져요. 관객들이 외면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딴 생각한 거잖아요. 그냥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면 정 떨어지잖아요. (

웃음)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서로 되게 집중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막 딴 짓 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점점 멀어지니까.  

[지우,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1월]  

 

지우는 공연장에서 배우와 관객 간에 발생하는 관계 또한 일상생활에서

의 사람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대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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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배우가 

관객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빠지는 순간 관객들은 배우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지우는 “오늘 연기 잘 했다”라는 생각

이 드는 날 대체로 연출부로부터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해주

었다. “혼자 취해서 연기한 날”에는 스스로의 성취감은 엄청나지만 “혼자 달

려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객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자의식에 빠지지 않고 관객과 대화하는 것은 연기의 기본이며, 이와 동

시에 배우들은 관객이 공연의 흐름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단원들은 관객이 중요한 개념이나 사건의 전환점

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찍는다”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배우들은 공연의 흐름에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이 

관객에게 잘 “찍히도록” 호흡을 한 박자 쉬어가거나 힘주어 말하고, 시선을 

바꾸며 제스처를 사용하는 등 몸을 사용해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극의 

흐름상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에서 어떤 

부분을 끊어 읽고 어떤 부분을 힘주어 말할지는 사전에 철저하게 약속된다.  

관객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퍼포먼스의 긴장감을 조절하는 것 또한 배

우의 몫이다. 배우들은 이야기의 진행이 너무 빠르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템

포”42 를 잘 조절해야 한다. 템포를 올려야 하는 부분에서 배우들은 서로 말

을 주고받으며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단원들은 이와 같은 수행을 “공을 주고

받는 것”에 비유하고는 하였다. 한 배우가 대사를 마치면 다른 배우가 해당 

대사의 호흡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이를 다음 배우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에너지가 점점 고조되는 

것이다. 템포를 잡고 푸는 것은 극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42 연구참여자들은 연습 과정에서 “템포(tempo)”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였다. 템포

는 일차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의 속도’를 의미한다(김현희 2013: 28). 그러나 “템포

를 올려야 한다”는 디렉션은 단순히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고조시

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템포는 빠르기에 대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긴장감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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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한 부분에서 템포가 늘어지면 뒷부분도 템포가 

연달아 느려지거나, 또는 극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드라마가 진

행되지 않을 수 있다. 템포가 약속된 대로 잘 수행되었을 때에 “드라마가 쌓

이며” 관객들은 드라마를 잘 따라올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약속한 것들을 무대 위에서 정확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관객과 

대화하는 것은 배우의 “기본” 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지우는 관객과 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는 않는다며 이를 “자가당착”

이라고 표현하였다. 무대 경험이 많은 몇몇 배우들은 이와 같은 화술 능력

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의 퍼포먼스는 매번 일정한 

편이었고, 이들이 무언가를 말할 때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발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대 경험이 적은 배우들의 퍼포먼스에는 기복이 있는 편이

었다. 이들은 종종 약속한 것들을 잘 수행하는 데에 집중하느라 관객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외부 평가가 언제나 엇갈린다는 지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기를 잘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내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요한다. 보람 연출은 때때로 ‘말 전달하기’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들에게 반복적으로 대사를 발화해볼 것을 요청했으

며, 어느 순간 “지금 찾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는 했다.  

 

연구자: ‘연기하지 말고 말하세요’ 라는 디렉션을 계속 했을 때 어느 순

간 보람님이 ‘방금 찾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뭔가 찾은 것 같다는 걸 느끼세요? 

정민: 보통은 잘 못 느끼고요 (웃음), 그냥 해요. 그냥 이거 맞구나. 그

러다가 또 잃어버려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물론 다른 배우들은 

명확하게 알고 수행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솔

직히 남들이 봤을 때 이거다 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보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계속 하는 거. (…) 이게 맞다고 하면 이걸로 최대한 유지하려고 

해야지 이런 마음. 

[정민, 배우, 여성, 개별면담,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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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은 보람에게 “연기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라는 디렉션을 종종 받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그에 따르면 약속을 정확히 수행하며 관객과 소통하

는 능력은 머리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를 잘 수행했을 때 잘했다는 감각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우들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최

대한 비슷한 감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면서 연기를 수행한다. 

배우들은 극장에서의 퍼포먼스를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

지만, 이는 배우 한쪽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건으로서의 공연

은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관객과 배우들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

는 가운데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객은 배우의 수행을 지

각하는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지각에 대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퍼포먼스에 영

향을 끼치는 행위자이기도 하다(피셔-리히테 2017[2004]: 131). 따라서 퍼

포먼스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성을 가진다. 관객들의 반응을 추측해 설계된 

대본은 배우들에게 어느 정도 소통의 지표가 되어주지만, 언제나 이러한 예

상이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같은 부분에서도 어떤 날에는 관객들이 활발한 

반응을 해주는 반면 어떤 날에는 관객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때로는 관객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 다음 날 공연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약속이 생기기도 했다.  

본 작품에는 예상한 대로 퍼포먼스가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

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연출 보람은 연출석에 앉아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다. 관

객이 감응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배우가 제대

로 장면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등 극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람은 

“잠깐만요”라며 극의 흐름을 끊고 이에 개입하여 연출 역할을 수행하곤 하

였다. 극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출의 개입 또한 매번 

다른 부분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번은 관객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곳에서 충분한 반응이 나오지 않자, 보람은 극의 흐름을 끊고 이에 개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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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잠시만요 (배우들 행동을 멈추고 보람을 바라본다. 관객들도 보람

을 바라본다), 민수님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혼자 가는게 아니고, 

관객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관객 분들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혼자 갔잖아요.  

[극단 S 공연, C공연장, 2021년 12월] 

 

민수는 보람의 디렉션이 끝나자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는 더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다시 드라마를 진행시켰다. 그러자 이전과는 

다르게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보람 연출은 민수를 

향해 디렉션을 했지만, 관객에게 해당 부분에서 반응을 해 주어야 한다는 

메세지를 은연중에 던짐으로써 이들의 호응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공연은 공연자와 관객의 만남에서 비롯되어 그들이 서로 부딪히

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다(피셔-리히테 2017 

[2004]: 79). 배우들은 약속된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이끌어가면서 관객과 끊

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며, 관객들은 배우의 행동에 반응을 보임으로써 공연

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피드백 고리가 형성되며 극장에서는 매번 새롭고 언제나 다른 

모습의 퍼포먼스가 발생하게 된다.  

 

3) 관객의 자기 이야기하기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과정으로서의 공연은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단원들은 창작에서부터 공연까지의 여정을 통과하면

서 지속적 변환을 겪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의례의 또 다른 참여

자이자 행위자인 관객들에게 공연은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며 이와 같은 경

험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남지수(2015a)는 허구와 실제가 양립하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뉴

다큐멘터리 연극이 관객의 지각작용을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언

급하였다. 관객은 실제인 것도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도 아닌 퍼포먼스를 

다층적으로 지각하며, 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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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創發)이 발생한다(전형재 2019: 102). ‘이것은 연극이다’라는 전제 하에 

발생하는 극장에서의 행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일상에서 의미하는 어떤 것

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관객들은 본 퍼포먼스가 연극의 틀 안에서 수행된

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극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발화는 연출된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놀이의 기본적인 명제가 ~인 체하기이며 연극

이 놀이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때, 관객들은 극장에서의 수행이 ~인 체하기

의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타적인 심리적 틀을 공유하고 있는 것

이다(베이트슨 1998[1955]; Huizinga 1955).  

그런데 본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공연의 구조는 관객의 

이와 같은 인식틀을 뒤흔든다. 공연에서 연출 보람은 1-2부가 진행되는 동

안 연출석에 앉아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것을 극의 밖에서 바라본다. 그는  

때때로 극의 흐름을 끊고 디렉션을 수행하면서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허

구성을 전면에 드러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즉흥적 디렉션 또한 사전에 약

속되고 연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허구적인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보람은 1-

2부에서 대체로 극 밖에 위치하지만, 3부에서는 극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편

입되어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직접 발화하기에 이른다. 배우들 또한 기존

의 과장된 연기를 멈추고 진지한 모습으로 자기 성찰에 임한다. 공연의 마

지막에, 보람은 자신이 더 잘살아 보기 위해서 “연극을 잠시 그만두겠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수행문(Austin 1962)43이 적용되는 범위는 명확하게 제

시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보람의 선언이 연극의 틀 내에서 발생한 것인

지, 또는 현실 세계에서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공

연에서 ‘연극’이 퍼포먼스로서의 연극과 거짓된 삶, 즉 척하는 삶으로서의 

연극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는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선언의 

의미는 더욱 모호해진다. 공연장에서 진행된 총 두 번의 관객과의 대화에서 

 

43 언어학자 오스틴은 수행문과 진술문을 구분하였다. 오스틴에 의하면 수행문에서

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곧 그것을 하는 것이다. 수행문은 진위 여부가 판단될 

수 없으며 성공 또는 실패로만 판단될 수 있는데, 수행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

위의 사정이 어떤 식으로든 항상 적절해야 한다(Austi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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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의 첫 질문이 언제나 “연극을 그만두는 것이 진짜인가요?” 였다는 사실

은 이러한 수행문이 가지는 애매모호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리미널(liminal)한 성격은 관객의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인식을 유보시키며 관객의 반성성을 활성화한다. 관객은 퍼포먼스

에서 작동하는 상징들을 통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를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게 된다. 또한 관객은 연극과 자신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을 자각하고 연극적 경험을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면서 자신의 경

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남지수 2015a). 공연이 끝난 후 극장에서 총 두 

차례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관객들이 자기 이

야기를 무척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단원들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공연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받고 싶다고 밝혔지만, 관객들은 공연 자체보다는 공

연을 통해 자기를 성찰한 결과에 대해서 긴 이야기들을 발화하고는 했다.  

특히 관객들은 척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분하고 있는 작품의 관

점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관객들은 살아남기 

위해 척하는 보람의 이야기가 “내 얘기같다”고 공감하였는데, 특히 연극영화

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관객들은 배우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강하게 동일시

하면서 배우로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힘듦을 토로하며 감정

이 복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관객은 “공연을 보면서 배우들의 모

습에 스스로를 많이 투영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내가 나로서 살고 있

는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관객은 연극이 다루고 있는 삶과 자신의 삶 사이

의 유사성을 발견하였으며, 공연이 취하고 있는 삶에 대한 관점을 수용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 것이다. 어떤 관객들은 삶 전반에 관한 것뿐만 아

니라 극장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 즉 관객의 역할에 대해 성찰한 결과

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떤 관객은 “오늘 연극을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관객

으로서 척을 해왔던 것 같다”며 “극단 S의 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럴싸한 비평을 남기고 싶어서 이해한 척을 해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객은 배우들이 치열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관객은 숨어있

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관객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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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떤 관객들이 진정함과 진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공연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비추어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이루어냈다면, 

다른 관객들은 이러한 관점에 의문을 표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한 관객은 작품이 다루는 ‘척하는 삶’의 이야기에 공감했지만, 척하는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공연의 관점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척하는 나는 현재의 나와 내가 추구하는 나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척하는 삶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관찰할 수 있었던 관객의 다채로운 반응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본 공연을 통해 관객이 일시적

인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객들

은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이자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일

원으로서 자신을 감각한다. 극장에서의 리미널한 경험들은 일상적인 지각을 

깨뜨림으로써 반성성을 촉발하며, 이러한 낯선 감각을 통해 관객들은 스스

로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을 시도해보게 된다. 

이와 같은 비일상적인 경험은 강렬한 감정과 영감을 동반하기도 하며, 관객

은 극장에 들어서기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이러한 강렬한 경험은 때

로 관객들에게 지속적인 변환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연극이 

끝난 후 관객은 일상생활에 다시 편입되며, 이와 같은 경험의 힘은 일상생

활의 흐름에 압도되기도 한다.  

이처럼 관객은 공연 제작 단계에서부터 퍼포먼스가 수행되고 이를 평가

하는 단계까지 공연을 구성하는 주요한 행위자로 존재하면서 극단의 연극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단이 추구하는 진정한 연극은 극단원들이 함

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이야기가 관객과의 소통을 

발생시켰을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배우들은 약속된 형식에 따라 퍼포먼

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관객과 배우가 공동현존하는 가

운데 사건으로서 발생하는 퍼포먼스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성을 동반한다. 

관객은 극장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연자가 진정

성의 의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참관자의 역할을 수행하



 

 

130 

며, 동시에 다양한 해석을 동반해 퍼포먼스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스

스로에게 일시적인 전환, 또는 지속적인 변환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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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이 한국 연극계에 미친 영향, 구체적으

로는 극단 문화에 가져온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민간극단 S에서의 현장연구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와 연극 실천을 탐구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II장에서는 민간 공연예술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극단 S의 민족지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 공연예술계라는 

보다 큰 사회적 장과의 관계 속에서 극단을 살펴보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극단 S는 20-30대 청년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서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 민간 극단이다. 우리나라 민간 극단의 재정 자립도는 낮은 편으

로, 대부분의 민간극단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재정적으로 의

존하고 있다. 극단 S 또한 다른 민간 연극 단체들처럼 창단 이후부터 지금

까지 지원금 사업을 통해 연극 작업을 지속해왔다. 극단 S는 단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로 7년동안 활발하게 신작을 발표하고 권위있는 연극제와 

연극상에서 수상하는 등 주목받는 청년 극단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극단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미투운동이 단원들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극단 S의 단원들은 경쟁

이 치열한 공연예술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 단위로 단합하여 공연 

기회를 얻고 연극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해왔다. 

즉 단원들에게 극단은 “연극계에서 자리 못 잡고 있던” 청년 연극인들의 집

단적인 계층 상승을 위한 도구적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미투운동 이

후, 극단원들은 극단의 도구적 측면보다도 보호적 측면을 더욱 강하게 인식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전에 극단원들간의 관계가 집단적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극단에서는 관계의 가치

가 강조되며 단원들간 마음을 쓰는 것이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할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극단원들은 여전히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열

악한 환경에서 힘을 합쳐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단원들은 자발적으로 극단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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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쓰는 것”으로 여기며 극단이라는 울타리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단원들간 관계에는 ‘우리’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심리적인 애착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원들은 ‘가족주의적’인 것을 기성 극단의 특징으로 정의하며 

이와는 구별되는 평등하고 개별적인 관계를 추구하지만, 극단의 문화는 구

성원들의 이념적 지향뿐만 아니라 극단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토대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평등주의와 가족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있

다.  

또한 단원들은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기성 극단과는 차별화되는 ‘안전

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은 피해

자 중심적 윤리에 기반해 규범을 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때 피해자는 

상처 받기 쉬우며 상처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상처 받기 

쉬운 피해자,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안전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극단의 지침서가 다루는 대상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그 내용은 점점 

세분화된 형태로 발전해왔다. 단원들은 평등하고 안전하며 서로에게 진솔한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극단에서 작동하는 규범들은 구성원들의 행위를 구속

함으로써 이들이 지향하는 진솔한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IV장에서는 극단원들의 연극 실천을 탐구함으로써 극단에서 중시되는 

가치가 작품 창작과 공연의 과정을 통해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고

찰하였다. 단원들의 연극 실천에서 특징적인 점은 창작의 전 과정에서 진정

성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원들은 연극을 통해 솔직한 스스로

의 모습을 마주하기를 원하며, 이는 연극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진정한 스스로를 마주하는 과정은 공동창작이라는 극단의 제작 방식

을 통해 집단적으로 실천된다. 단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

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경험을 재의미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진실한 자기 

이야기는 극단 내부에서 공유되는 것을 넘어 관객과의 소통을 촉발할 때에 

궁극적으로 진정성의 가치를 획득한다. 단원들은 관객들의 시선 속에서 스

스로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연

극을 통해 스스로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는 과정은 극단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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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성’과 겹쳐지면서 ‘내가 나를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마주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단원들은 극단에서 중시되는 피해자 중심

적 윤리에 따라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집단에서 추구되는 윤리적 가

치를 재확인한다. 이처럼 연극의 창작과 수행은 ‘우리’의 틀 안에서 ‘나’를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더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의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미투운동이라는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공연예술계 환경을 성찰하고 변화를 위한 여러가지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극단원들은 극단 생활과 공연 제작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

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침서를 

만들고 창작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성 극단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방식의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기를 희망하

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가운데 혼란을 겪는 과도기적 상태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원들이 시도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그들이 바라는 ‘이

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원들은 여전

히 극단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극단원들의 모습은 이들이 미투운동을 계기로 위계적이고 성차별적

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투운동이 성폭력 가해자 고발을 넘어서 공연예술인

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계기이자 공연 제작 현장 전반에서 변화의 움

직임을 만들어내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미투운동 이후 극단 공동체가 피해자 중심적 윤리를 기

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러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인간

관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에 기반한 엄격한 규범은 위계질서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단원들을 보호함

으로써 극단원들이 지향하는 ‘안전한 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상처에 엄격한 규범들은 때때로 극단이 더 나

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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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안전함의 가치를 중시하며 사법적 형태의 규범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극단 S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모습이라기보

다 오늘날 공연예술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흐름이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연극인들은 자발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을 담은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을 집필했으며, 개별 극단 

또는 프로덕션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예술계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흐

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0년대 이래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변화의 요구는 촛불시위와 “페미니즘 리부트” 등의 실천적인 움직임

을 만들어내었으며 이는 미투운동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서 강화된 피해자 중심주의 문화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토론을 추동하기보다 피해자 보호에 입각한 정치적 올

바름을 규범화하여 일상화된 사법 매커니즘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권김현영 2018; 추지현·이현재 2021). 극단 S의 사례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원들이 권리 개념을 상상하

는 방식에서 피해자 정체성이 그 중심에 놓여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피해자 중심적 윤리가 극단의 운영과 극단 내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진정성을 구성

하는 핵심 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미투운동 이전 공연예술 작업 현장에서의 성·위계 폭력은 연기 지도 

또는 예술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여성가족부 외 2018). 예

술이란 윤리의 영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비윤

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던 것이다. 극단 S의 사

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미투운동 이후 예술적 진정성은 비폭력적이며 성

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구축되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이는 이전 공연예술계에서 예술적 진정성이 성차별적 토대 위에서 추

구되었다는 데 대한 반성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투운동

은 예술이 창작되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진정성의 

가치와 의미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135 

미투운동 이후의 변화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2018년 미투운동 이

후 4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미투운동의 의미와 그것이 수반한 연

극계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구성원 대부분이 2-30대로 이루어진 젊은 예술가 극단을 대상으로 수

행되었기에,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연극인들이 공존하는 프로덕션 현장에서

는 본 연구 현장과는 다른 모습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공연예술계 미투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

구가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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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nfiguring the Community Ideal 

and Practicing Authenticity  

in a Post-#Metoo South Korea: 

 An Ethnographic Study of a Theater Company 
 

Hyelim Hwa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effects of the #Metoo movement in 

performing art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 examined the changes in theater 

culture it caused and the meanings of these changes. The #Metoo movement 

kicked off in January of 2018 when the prosecutor Seo Ji-hyeon revealed a 

sexual abuse case from withi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at had spread 

from the political, legal, and business fields to the culture and arts fields, 

causing a great stir in Korean society. The #Metoo movement not only 

accused the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and criticized certain individuals 

but also created a movement to reflect on the entire culture and system of the 

theater industry. Given the critical discourse on the hierarchical and closed 

communities that arose during the #Metoo movement,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how the movement affected relationship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of actual theater workers. Through ethnographic fiel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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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sociality and theatre practices at a private theatre, referred 

to here as Theatre Company S.  

Theater S is pursuing changes collectively as a theater company in the 

wake of the #Metoo movement. To survive in the competitive world of 

performing arts, its members have pursued the important goal of working 

together with other members to continue holding performances. For those 

young actors who had not secured their place in the theatrical world, the 

theater company was a stepping stone; by working together, they would 

elevate their social position collectively. After the #MeToo Movement, the 

members placed more emphasis on the protective aspect of the theater 

company, intensifying the emotional dimension of relationships among the 

members. As of now, their feelings of belonging towards each other in the 

company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ir social achievement and 

are now pursued as a significant goal in itself.  

Moreover, a sense of danger triggered by the #MeToo Movement served 

as a momentum for the members to strive for safety, which led them to form 

an alternative community ideal with a keen awareness of the limitations of 

the established structure. The community ideal was practiced by establishing 

and reinforcing norms of a judicial nature to make the company a safer place. 

The norms, documented in the form of guidelines, emphasize victim-centered 

ethics and assume a strict attitude against hurt and pain.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eater members and protect the 

value of safety, the scope of the guidelines has gradually expanded, and its 

content has become more detailed. The members aspired for an equal, safe, 

and honest community, but the norms of the theater company also restrained 

them, becoming a mechanism that made it challenging to communicate as 

sincerely as they wished. 

The victim-centered ethics was not only considered an important value 

in relationships within the company but was regarded as a linchpin that 

constitutes the artistic authenticity of the theater company.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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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ed to face their honest selves through plays, which was an important 

reason they continued working in theaters. The members reflected on their 

own 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victim-centered ethics valued in the 

company and reaffirmed the ethical value pursued in the group. The process 

of the members reflecting on their true selves was collectively practiced 

through the collaborative production process of the theater company. The 

members have become catalysts that lead and encourage each other to better 

self-introspection. This process, superimposed with the ‘we-ness’ of the 

company, was understood as an opportunity for not only ‘me to face myself’ 

but ‘us to face us.’ The creation and performance of plays thus took a 

ritualistic character as the process of facing ‘me’ within the framework of ‘us’ 

made ‘our’ community more authentic and ethical.  

This study found that artists have been attempting various practices to 

reflect on and change the theater scene surrounding them in the wake of the 

#MeToo movement. Such practices were not only transforming the 

environment in which theater art is created but were creating a new trend of 

recreating the value and meaning of artistic authenticit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MeToo Movement displayed an aspect of a social movement that 

not only accuses the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but also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theater artists to realize their rights and create an impetus for 

changes throughout the production sites. 

 

Keywords : South Korea, Metoo Movement, Theater, Sociality, Community 

Ideal,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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